刑法上의 行爲論에 관한 소고
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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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行爲槪念의 體系的 地位와 機能
1. 行爲槪念의 體系的 地位
1) 오늘날 犯罪論에 있어서 범죄의 개념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
책한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범죄는

행위이

다.(Verbrechen is t Handlung)」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行爲槪念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ㄱ) 행위를 구성요건에 先置시켜서 범죄개념의 출발점으로 하는 견해
와 ㄴ) 범죄성립요소를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으로 한정하고 행위를
構成要件要素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후자는 일명, 行爲槪念否認論으
로 불리워지며, 構成要件該當性을 형법체계의 기초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후자의 이론은 행위를 上位槪念으로 하여 범죄론체계를 구축한 F . v. Listz의
제자인 Radbruch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는 作爲와 不作爲는 a와 non- a의 관계
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공통적인 상위개념밑에 둘 수 없으므로 작위와 부작위
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개념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구성요건실현이 범죄론의 기
본개념이며 따라서 우리는 행위의 개념을 구성요건실현의 개념에로 동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C. Rox in 1) , E. S chm idhaus er, P. Bockelm ann, W . Gallas, P.
Noll, 小野, 남흥우 교수 등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2) 이외에 이 입장에서 주
장하는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前構成要件的 行爲란 하등의 체계적 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를 근본원리로 하는 형법에 있어서는 행
위를 구성요건에서 취급하면 충분하고 행위를 구성요건에 前置시켜 독립적으로
논하는 것은 「裸의 行爲論」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등이다.
2) 그러나 刑罰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인간의 개별적 행위(Einzeltat)
를 대상으로 하는데 構成要件論의 입장에 따르면 규범적으로 범죄시될 경우 어
떤 실체라도 범죄로 입법화할 수 있을 뿐만 해석상으로도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서 解釋者의 자의를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후술하는 행위론의
限界的 機能의 요청 및 범죄론체계를 인권보장기능과 법익보호기능에 적합하도
록 형법을 타당하게 目的論的 관점에서 구성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행위는 형법
적 평가에 선행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행위는 범죄개념에서는 「最近類」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前構成要件的 行爲槪念을 인정하여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겠
다. 형법규정에서 사용되는 「행위」라는 용어에 前構成要件的 의미의 행위도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제17조(인과관계), 제13조(범의),
제14조(과실) 및 제28조(음모.예비) 등의 규정을 들 수 있다.
3) 한편, 행위개념을 범죄론체계와 관련시켜 보면 W ezel의 目的的 犯罪體系
및 Maihofer의 犯罪體系에서 적어도 체계의 형식상으로는 不法 이전에 독자적인
1) C. Roxin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행위를 前構成要件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이외에 H-J Rudophi, Schdeke/Schroeder/Lenckner, Klug, Maeinucci, Otter 등이 있
다.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또 不法論의 논쟁이 行爲論의 논쟁에서 연역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이미 行爲는 不法類型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古典的 犯罪體
系 및 新古典的 犯罪體系하에서는 행위는 不法을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
었다.
4) 끝으로 前構成要件的인 존재로서의 행위가 범죄의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서 사실적 기초라고 하더라도 단지 자연적·물리적 행위가 그대로 형법적 평가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刑法的 評價를 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서의 행위
가 전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해 둔다. 그렇지 않게 되면 行爲論을 통한 刑法의
存在拘束性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모든 문제를 행위론에서 결판지우려는 전
체적 사고에 빠지게 되어 타당한 형법적 고찰이라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다.3)
2. 行爲槪念의 機能
형법상에 있어서 행위개념의 기능이라 함은 행위개념에 주어진 임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i) Mezg er는 분류적 기능과 정의적 기능으로 나누고, ii) Maihofer는 기본요소
로서의

기능연결요소로서의

기능,

한계요소로서의

기능으로

나누며,

iii)

Jescheck은 분류기능(Klass ifikationsfunktion), 정의적 기능(Definitionsfunktion),
한계적 기능(Abg renzung sfunktion), 연결적 기능(Verbindungsfunktion)으로 나
눈다. 이외에 iv) Maurach는 행위개념의 기본적 기능을 구성요건의 유형화가 바
로 행위를 서술한 것이고, 범죄구조에 있어서 술어는 행위에 첨가된다는 점에서
찾는다. 또

v)

Haft는

한계적 기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Maihofer의 입장에 따라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1) 根本要素로서의 機能
행위는 고의·과실·부작위등 가벌적 행태의 모든 현상형태에 대한 上位槪念
(Oberbeg riff)으로서, 형법상의 행위로서 지위를 얻은 것은 형법의 모든 범죄형
태를 통일적으로 포섭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한다. 이것은 限界設定機能이 범죄
론체계에 반영된 것으로, Mezger의「행위는 형법의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최고
의 통일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 이러한 행위개념의 기능을 일명
행위개념의 論理的 意味라고도 일컫는다.
2) 結合要素(Verbindungselem ent)로서의 機能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이라는 범죄성립요소를 결합시켜 범죄론체계
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위법성·유책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선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행위개념은 中立的(neutral)이어야 한다. 다만 이것
에 의하여 모든 형법적 평가요소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중립적이어서는 안되
고, 행위개념에 부가될 그 이후의 평가단계의 諸述語를 帶有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실체 즉 구체적 言明能力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행위개념의 기
능을 행위개념의 體系的 意味라고도 부른다.
3) 限界要素(Grenzelem ent)로서의 기능
3) 따라서

법적 인 행위개념, 즉 규범세계에 관련된 행위개념만이 형법적 범주에 대해

서 (상대적) 중립을 가지는 행위개념이 된다고 한다.

형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행태를 처음부터 형법적 관찰의 대상에서 배제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思想은 세관은 통과하지만 지옥은 통과하지 않는
다.(Gedanken sind zollfrei, aber nicht hollenfrei)」, 또는「누구나 사고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는다.」(Cog itatones nem o poenam patitur)등의 격언에서도 잘 나
타나 있다. 오늘날은 나아가서 思想이 표출되었다 하더라도「절박한 현재의 위
험이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파악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行爲主義가 현대의 人權保障의 요청과 재결합함으로써 특히 그
존재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행위개념의 기능을 행위개념의 實際的 意味 또
는 限界設定機能(Abg renzung sfunktion)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前構成要件的 行爲槪念에 관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
회적 행위론 등의 제이론에서 어느 이론이 위에서 서술한 행위기능에 충실한 가
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이론의 분류는 무엇을 人間行爲의 本質要素로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즉, 인간행위의 본질적 규정요소라고 하는 意思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II. 因果的 行爲論(Kausale Handlung slehre)
1. 沿革과 意義
1) 19C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적·인과적 고
찰방법을 형법에 도입하여 행위를「意思에 기한 신체의 動·靜」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2) 近代刑法의 초기에는 범죄의 주관적 면과 그 객관적 면은 상호간의 매개점
없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형법체계의 최상위개념은 행위개념자체가 아
니라 行爲를 구성하고 있는 意思, 그리고 사실적 所爲가 그것이요, 행위는 그 주
체와 더불어 범죄의 단순한 賓辭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F euerbach에
의해 범죄의 주관적 면과 객관적 면을 통일적인 전체로서 보려는 시도가 행하여
졌는데, 그는 의사의 매개적 요소의 내용을 형법상의 적용으로서 나타나는 歸屬
性(Zurechnung)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범죄의 최고요소로서의 행
위개념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행위개념에 형법학상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Heg el學派에 의해서이다.
그 주류는 責任을 결과와의 관계에 한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위의 내용을 규정
했다. 그리고 違法性은 행위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이리하여 바로소
귀속성이 아닌 行爲가 범죄의 최고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4) 그러나 Heg el학파는 행위에 過失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의 목적론적 성격을
애매하게 하고, 有責行爲만이 행위라고 하여 價値的 行爲槪念을 따랐으므로 이
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自然主義的

行爲槪念이다.(Der

naturliche

Handlungsbegriff) 최초의 주창자는 Binding 과 Zitelmann 이다. Binding은 행위
개념은 책임개념을 이미 자체내에 포함되어져 있고, 책임개념에 있어서 본질적
인 것은 위법한 내용이 된다는 의미에서 행위개념은 犯罪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Zitelmann은 意慾의 현실을 존중하여 의사에 의해 초래된 것 중에 의욕
된 것은 신체의 擧動만 이라고 함으로써 의욕되지 않은 행위의 존재를 시인하면

서「意思活動運動은 신경에 직접자극을 주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5) 그러나 범죄라는 개념은 類槪念으로서 行槪念 또한 범죄의 요소이고, 인과
관계와 책임관계가 일치한다는 이론구성은 過失犯과 未遂犯에 파정을 가져오며,
나아가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독립된 범죄의 요소로서 행위관념에서의 배제되지
못하였고, 인과관계도 책임의 구성요소로부터 배제되지 못하였다. 이것을 해결하
여 행위개념에서 책임이나 귀책에 관한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여 상위개념으로서
행위개념의 순수한 부여를 감행한 것이 Beling 이다. 그는 행위의 실체가 意思
에 의하여 지배된 근육운동 혹은 정지에 있다고 본 까닭에 의사에 의하여 지탱
되고 있는 인간의 행태가 있을 때는 언제나 행위가 긍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행위는 외부세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고 하
였다 즉, 19C말의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기계론적 경향에 영향을 받아 행위를 신
경의 내부자극에 의한 신체의 운동 및 심리적. 물리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自
然主義的 行爲論으로 전개되어 행위는 有體性과 有意性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입장에 서는 학자로 F .v.Liszt, 정영석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6) 그러나 自然主義的 因果的 行爲論은 1920년대에 들면서 신Kant학파의 영향
을 받아서 행위개념을 法的 槪念, 즉 價値槪念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Mezg er에 의해 대변된다. 그는 刑罰歸屬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개념은 경험세계
에서 자연적- 사실적인 하나의 경과로서의 인간의 행태에 계속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형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개념이 관련된다고 하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도 價値關係的으로 파악, “그 무엇을 행한다”- etw as tun- 라는
가치관계적 요소는 작위•부작위 모두에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는 의욕, 실현의사
와 외부적 행태는 본질적으로 당연히 목적적인 성격을 토대로 하고 단지 “目的
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 불과하지만, 의사내용의 “規範的인”- 當爲法
則的인- 評價에 관한 한 법률은 이러한 ‘목적성’을 더 이상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무엇이 발생하였는가만을 묻는다. 따라서 이것을 目的論的·因果的
行爲論4)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그는

행위를

인간의

外的

현실화인

行態

(Verhalten)로서 파악한다. 오늘날의 J. Baum ann도 이 입장에 있으며, R.v.
Hippel, M.E. Mayer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7) 이와같은 因果的 行爲論을 행위개념의 機能과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i) 이 행위론은 동물이나 법인의 활동, 그 밖에 思念이나 단순한 반사작용, 수면
중의 행위, 무의식하 및 절대적 강제에 의한 동작 같은 것은 처음부터 형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限界設定機能은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ii) 또 위법평가는 결과적•외부적 요소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의사의 내용인 故
意는 책임의 문제로 귀속시킴으로서 - 행위개념이 형법적 평가요소를 선취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 서므로 - 結合機能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자신
스스로 체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구체적인 실체를 갖지 못하므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는 행위개념을 아직 전체사상의 부분요소로만 파악했고 또한 그것을
自然主義的으로만 파악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iii) 그러나 인과적 행위개념은 根本要素로서의 機能은 不作爲를 행위개념 속
에 포괄할 수 없음으로 인해 거의 무용한 실정이다. 설사 「인간의 행태」라는
4) 이 이론은 전통적인 인과적 행위론이 부작위의 행위성에서 좌초하게 되자 주장된 것
으로, Liszt의

行爲期待 에서 그 총아를 찾을 수 있으며,

행위를 법적인 가치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모든 범죄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행위개념을 정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용어에 있어서 그 ‘行態’라는 말도 독자적이며 상위개념의 諸標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위와 부작위의 집합개념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직 어떠한
공통적인 근본요소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8)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과적 행위론은 意思의 內容을 고려함이 없이 意思를
외계에서 실현하는 순수한 因果經過로 파악하고, 의사내용을 행위자의 心的 關
係로서 책임에 귀속시킴으로서 古典的 犯罪論體系- 객관적·인과적인 것은 불법
에, 주관적·심리적인 것은 책임에- 의 기초를 형성해 왔다.
2. 犯罪構成要素 體系
1)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행위는 客觀的인 因果經過와 主觀的인 意思內容으로
이분되어 전자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되고, 후자는 책임요소로 귀속된다.
Beling 은 범죄의 요소를 주관적·심리적요소와 객관적·외부적 요소로 분류
하고 주관적·내심적 요소는 책임에 , 객관적·외부적 요소는 위법에 속한다는
범죄론의 체계를 세우고 구성요건에는 客觀的·外部的·技術的·沒價値的 要素
만이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심리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용모순(eine contradictio in adjecto)임을 강조했다. 즉「違法은 객관적이고 責
任은 주관적이다.」하는 표어아래 故意와 過失의 체계적 지위를 책임요소로 파
악하였다. 結果反價値論의 입장이다.
2) 그 후 M.E. Mayer에 이르러 구성요건에 規範的 要素가 존재한다는 것과
위법성에도 主觀的 要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위법성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위자의 책임비난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위법의 요소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주관적 요소인 責任과 主觀的 不法要素의 구별은 전자가 비난하여야 할 동기에
서 행위가

행하여진데 대한 평가로서 「심리적 책임요소에 관한 한 歸責은 인

과적 고찰」이며, 후자는「규범의 기저에 있는 목적에 의하여 행위를 측정하
는」바의 目的論的 考察이라고 한다. 또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가장 중요한 認識
根據로서 파악한다. Beling 과 마찬가지로 犯罪三段階說을 취한다.
한편, Heg ler는「범죄의 특징」(Die Merkmal des Verbrechens )(1914)에서 절
도, 사기

등의

범죄를「초과적

내심적

경향을

수반한

범죄」(Delikte

m it

ueberschies sende Innentendenz)라 칭하고(未遂犯도 이에 포함시킨다.), 이 법률
규정에는 그 구성상 내심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부적·객관적 측면에 대응하는
것이 없는 요소(목적)가 요구되는데 이들 主觀的 要素는 不法要素라고 하였다.
3) Mezg er는 主觀的 不法要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不法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이익침해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익침해에 대한 의사방향과 관련하여 주관
적 요소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구성요건을 違法性의 存在根據라고 하고, 더우
기 違法類型이라고 하면서1) 법규가 범죄행위에「외부적 행위의 단순한 의욕」
을 요구하는 경우와「외부적 행위의 의미있는 의욕」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뉜다
고 한다. 그는 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目的犯, 傾向犯, 表現犯 및 未遂에 있
어서 故意를 들고 있다. 일반적인 고의·과실은 책임의 요소로서의 입장을 견지
한다. 그는 법의 客觀的 評價規範은 외부적(객관적) 태도(Verhalten)에도 내부
적·심리적(주관적) 태도에도 관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이때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불법요소는 같은 개념이 된다.

3. 批判
인과적행위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 논리적으로 不作爲를 행위개념에 포섭하는데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부작위
의 경우에는 행위의 요소인 擧動性이 없으므로 인과적 행위개념은 부작위를 포
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Radbruch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위개념을 포기한다. 그러나 Mezg er는 新Kant철학의 영향아
래 「價値關係的 槪念」으로 파악하여 행위를 “일정한 규범적으로 평가된 인간
의 태도”로 보고, 부작위는 기대된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規範的 評價를 행위개념에 선취하고 있지 않
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하겠다.
ii) 인과적 행위론은 意思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개념을 인과적 과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意思行爲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만든다고 한다. 특히 미수행위의 개념결정에 난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iii) 인과적 행위론은 그

추상성 때문에 행위와 의미있는 연관을 결한 결과까

지도 행위개념 자체에 포함된다고 보고, 나아가서 동물의 거동도 행위라고 할
수 있게 되어 행위론의 限界機能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iv) 社會的 行爲論者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과적 행위론은 사회적 관계에 지
니는 행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외에 v) 「認識없는 過失에 기한 不作爲犯」, 소위 忘却犯의 설명에 있어서
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적 행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ㄱ) 하나는 過失犯도 또한 意思에 기한 신체적 動·靜이라고 하면서 망각
범에도「결과발생에 대한 의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위」라고 한다. ㄴ) 또 하
나는 망각하기 이전의 상태를 행위라고 하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망각한 그 순
간의 상태를 행위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 의욕의 가능
성을 객관적 가능성(일반이 또는 외부에서

본 것)으로 이해한다면 현실적 의사

요소는 결여되므로 본래의 전통적 행위론과 결부될 수 없고, 後者의 경우도 실
행행위는 망각상태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의사지배는 역시 객관적 가
능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
다.
이상의 제비판을 극복하고자 행위의 存在構造의 파악에 의문을 품고 주장된
것이 후술하는 目的的 行爲論이다.

III. 目的的 行爲論(finale Handlungs lehre)
1. 沿革과 意義
1) 목적적 행위론은 살아있는 사회생활의 근원적 통일체 내지 현실적 의미있
는 전체로서의 행위를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통하여 파괴, 분열시키는 인과적 행
위론을 규탄하는데서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이론은 Hans W ezel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서 Bus ch, Nies e, Maurach, S chaffstein, Hirsch, Arm in Kaufm ann,
S tratenw erth, Jakobs, 木村, 平場, 福田, 황산덕, 이건호, 김종원, 성시탁, 진계호
교수 등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2)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의하여 조종되는 인간의 거동을 인간의 행위로 이해
한 S . v. Pufendorf의 행위개념이 v . Boehmer에 의해 형법에 도입된 후 20C에
들어와서 v . W eber는 故意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不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상이 W ezel에 이르러 목적적 행위론으로 체계화되었다.
W ezel은 일부학자(K.Engisch, K.A .Hall 등)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Nicolai
Hartm ann의 존재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은 思考
審理學에 의해서이며, 특히 철학자 Richard Hoenig sw ald의 “思考心理學의 基礎
(Grundlagen der Denkpsycholog ie)”라는 저서에 의한 것이다. 이어서 자극을 받
은 것은 Karl Buehler, T heoder Erism ann, Erich Jaensch, W illhelm Peters, 현
상학자 P.F . Linke, A lex ander Pfaender 등의 諸學說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심리학과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W ezel은 價値는 나와 對象과의
지향관계라고 보고, 따라서 대상으로서의 행위의 存在法則性은 구조상 근원적•내
재적으로 意味에 향하여진 것이며, 이것이「존재론적」이라고 하면서 형법적 인
식의 과제가 이 「존재론적 조건」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
하는 전제하에서 目的的 行爲論을 주장하였다.
3) 현실의 行爲는 주관과 객관의 전체구조를 가진 의미에 찬 統一體란 전제하
에 「인간의 행위는 目的活動의 수행」이라고 한다. 행위의 目的性은 (또는 목
적접착성(Zw eckhaftig keit)) 인간이 그의 인과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활
동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일정한 범위에서 예견하고, 목표를 설정
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행위의 目的的 操縱은 思念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목표설정, 행위수단의
선택 및 부수적 결과고려의 단계와 思念의 영역속에서 택한 목표와 수단을 세계
에 실현하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목적적 행위는 오직 실현의사에 의하
여 설정된 결과에 관련하여서만 존재하므로 목적적 행위의사에 의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내용이 함께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行爲의 目的性은 바로
行爲者의 實現意思(Verw irklichung sw ille)를 의미하게 된다.
종래의 因果的 行爲槪念이 의사, 행동, 결과의 세 요소를 인과성으로 연결시키
려는 것이었는데 반해, 目的的 行爲槪念은 의사 내지 행동과 결과의 양 요소를
因果性(행동과 결과사이)과 目的性(의사와 결과사이)으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이었
다.
4) 한편, 목적적 행위개념은 뒤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不作爲犯의 설명에 부
적합하다. 부작위는 目的實現意思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W ezel
은 ‘人間의 行態’라는 상위개념을 사용하여 작위와 부작위를 포괄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는 목적에 의한 외부적 인과성의 적극적 조종·지배가
부존재하므로 목적적 행위개념에는 포함될 수 없고, 특히 忘却犯에 있어서는 절
망의 장이 되고 만다. 같은 목적적 행위론자인 S tratenw erth는 따라서 「목적적
행위개념은 적극적인 人間行爲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밖의 어떤 다른 것도 나타
내지 않는다.」라고 하여 목적적 행위론의 根本(기초)要素로서 기능을 부인하고
있다.
5) 또 목적적 행위론은 作爲犯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공통적인 기초를 마련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過失行爲에 대하여 i) 처음에는 인
간의 목적활동성이 불완전한 형태로 파악하였으나, 이후 ii) ‘潛在的 目的性’이 있
다고 하였으며, 잠재적 목적성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Niese 의 비판

이후 다시 iii)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결과를 지향한 목적적 행위’로 보
고 故意行爲와 함께 목적적 행위개념에 포괄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목적성을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하
더라도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行爲修行(조종과정)이 문제되므로 과실행위의
본질을 행위수단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회피를 위하여 규범이 요
구하는 최소한도의 목적적 조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그 목적적 행위는 결국 현실로 행하여진 주관적 목적적 행위는 아니고 객관적으
로 요구되어 있는 客觀的 目的的 行爲이므로 法的 評價槪念으로서만 존재하는
과실행위의 성질상 목적적 행위론에서 말하는 「목적적 행위」가 아님은 명백하
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실행위를 목적적 구조에서 찾게 되면 과실행
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하다는 술어를 부하시킬 수 있는 실체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體系的 結合要素로서의 행위개념은 쓸모없게 되
는 것이다.
6) 또한 고의•과실을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構成要件段階에서 취급하므로 책임
평가 또는 위법성평가를 선취하게 되어 행위개념의 結合機能을 다할 수 없게 되
고, 따라서 각 범죄성립요소의 독립성을 무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행위의 경우 대부분이 의식적인 조종이 결여되어 있어
목적적 행위개념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므로 作爲犯에 있어서 조차 限界機能에 한
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되자 Arm in Kaufmann에 이르러서는 구성요건에 존재하
는 행위개념 뿐만 아니라 基礎要素, 結合要素, 限界要素로서의 일체의 기능을 포
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 犯罪構成要素의 體系
1)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故意犯에 있어서의 故意는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
의사를 의미하므로 目的性과 故意를 동일시한다. 즉,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
가 全一體가 된 행위가 구성요건에 취입되어 구성요건적 행위가 되고, 이것이
전체로서 위법성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行爲의 주관적 요소로서
의 故意를 구성요건의 실현에 향하여진 目的性(F inalitaet)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의 주관적 요소, 즉 주관적 構成要件要素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不法의 본질적 요소로소의 主觀的 不法要素가 된다.2) 따라서 위법성이란 항상
일정한 行爲者와 관계된 행위의 비리(Mis sbillig ung)이므로 不法은 行爲者 關係
的 人間行爲不法(taeter bezogene “personale” Handlungsunrech)이 되어 소위 人
的 不法論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行爲反價値論의 선도적 입장이 되었다.
2) 여기서 故意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에 한하게 되므로 이
른바 事實的 故意 또는 構成要件的 故意라고 칭하고, 그 동안 고의의 요소라고
논하던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은 독립된 별개의 責任要素로서 책임성의
영역에 남게 된다. 過失도 마찬가지이다. 또 책임론에 남는 것은 고의•과실을 제
외한 非難可能性 뿐이라고 함으로써 純規範的 責任論의 입장에 서게 되며, 책임
2) 인과적 행위론을 취하면서도 구성요건이론을 심화시켜 구성요건을 위법 유책의 행위
유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고의는 有責類型으로서의 構成要件의 요소로 된다. 또 목적적
행위론자 이외에도 범죄개별화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고의를 구성요건요소 및 불
법요소로서 취급하기도 한다.(西原)

비난의 규범적 요소는 위법행위 대신에 適法行爲를 할 수 있었다는데 놓이게 된
다. 그리고 違法性論에 있어서는 主觀的 正當化要素가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일반화되었다.
3. 批判
1) 목적적 행위론의 犯罪論에 있어서의 가치는 新Kant학파의 規範主義的 方法
論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형법도 존재의 기본구조에 의하여 제약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목적적 행위론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行爲槪念의 諸機能을 수행
할 수 없다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앞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목적적 행위론은 i) 過失行爲를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ii) 자동화
된 행위나 격정적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 iii) 不作爲를 목적적 행
위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부작위의 경우 존재론적으로 볼 때 목적성이 결여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因果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
이다.
또 iv) 目的性과 故意를 동일시함으로써 先在的(前法律的)•存在論的 행위개념
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목적적이라는 것이 오직 법질서의 목적설정에 의존
되기 때문이다. 즉, 목적적 실현의사를 목적적 행위의 중추라고 하여 결국 目的
性을 심리적 요소로서의 意思性과 동일시하나 후자는 “心理的 自然主義”의 산물
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결국 자연주의적 인과독단으로 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自然主義的 目的獨斷(F inaldogm a)에 빠져버린 것이다.
한편 v) 행위개념에 과도한 과제를 안겨주어 범죄론체계의 分析的 方法을 무
의미하게 한다고 한다. 책임비난의 대상을 不法領域, 심지어는 행위영역에로 끌
어 올려서 영역침범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v i) 목적적 행위개념은 인과적 행위론과 같이 일반적 행위개념에 속함
에 불과하고 法學的 行爲槪念은 아니라고 한다.3) 왜냐하면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社會的 現象”으로서의 행위만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목적적 행위개념으로써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자연주의적 서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행위의 社會倫理的 反價値性을 강조하는 경우
存在論的 故意槪念, ‘評價의 客體’와 ‘客體의 評價’의 질적 차이의 인정이라는 기
본입장이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구성요건개념4)을 價値中立
的인 것으로 구성하게 되면 사회적 의미의 세계와의 관련성을 상실하게 되는 기
로에 서게 되는 것이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적 행위
론에 대한 비판속에서 등장한 것이 社會的 行爲論이다.

3) 이에 대해 Wezel은 목적적 행위의사의 다양성이 행위의 사회적 의미내용을 함께 규정
하며, 목적적 행위는 所造槪念이기 때문에 행위의 사회적 의미는 행위의사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도 확정된다고 하면서

목적적 행위론은 애당초 사회적

행위론이었다 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객관적 목적성을 전제로 하지않는 한
행위의 주관적 목적성만으로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
다.
4) Wezel은 초기에는 구성요건을 불법유형으로 보았으나, 후에 不法徵表類型으로 그 입
장을 수정하였다.

IV. 社會的 行爲論(soziale Handlungs lehre)
1. 沿革과 意義
1)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一般的 行爲論으로서의 난점을 비판•극
복하는 방향에서 발전된 것이 사회적 행위론이다. 意思決定과 그 外的 結果사이
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所與性을 인정하여 행위를 하나의 “社會的 現象(s oziales
Phenom en)”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社會的 意味性(soziale S innhaftigkeit)”을 존
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행위개념을 판단하려는 이론이다.
사회적 행위론은 어떠한 특별한 통일적인 철학적 바탕을 기초로 발전된 것은
아니고, Eb. S chm idt에 의해 최초로 주장된 이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소 뉘
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지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설의 입장을 차지
하고 있다.
2) 사회적 행위론은 인간행위의 社會的 重要性을 통해 고의와 과실행위, 작위
와 부작위 등 모든 행태에 타당한 행위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표현방
법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즉, i) Eb. S chm idt, Karl Eng is ch, W .
Maihofer, 심재우교수 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客觀的 行爲傾向을 강조하는 견
해, ii) H.H. Jescheck, J. W es sels, Zipf, F ritjof Haft, 이재상, 이형국 교수 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主觀的 目標設定을 중시하는 견해, iii) Arthur Kaufm ann,
E.A . W olf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행위의 人格的 構造를 중요시하는 견해5) 등이
다.
(1) 客觀的 社會的 行爲論 - Eb. S chmidt는 행위란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생활영역에 미치고 규범적 관점에서 사회적 意味統一體로 나타나는 有意的 行
態”라고 함으로써 행위에서 거동성을 배제하고 그 내용에서 사회적 중요성을 요
구하여 자연주의적 사고에서 해방되고자 하였다. Karl Engisch는 여기에 豫見可
能性을 도입하여, “예견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과의 有意的 惹起”로 정의
하였다. 양자를 因果的 傾向을 띤 사회적 행위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Maihofer는 행위는「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사회적 결과로 향한 모든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행태」라고 하면서, 자연주의적 요소인 有意性을 행위개
념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意味的 要素에 의하여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는 ‘사회적인 인간의 행태’라고 하였다. 그는 社會性의 개념
에는 목적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目的性은 객관적·잠재적
목적성으로을 의미하는 것으로 W ezel의 주관적·현실적 목적성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Maihofer의 철저한 객관적 경향은 목적성과 인과성을 포용하지 아니하
고 전적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Maihofer의 행위론에서는 有意性이 배격됨으로써
행위개념이 지나치게 좁고, 나아가 인간행위의 본질을 무시하는 결과로 되며, 또
의사방향과 결과를 무시함으로 인해 행위개념이 공허해지고 따라서 결국 相當因
果關係說과 똑같은 척도를 지닌 결과에 대한 客觀的 歸屬說이라는 비판이 제기
된다.
(2) 主觀的 社會的 行爲論 - Jescheck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행
태」라고 정의하여, 目的性·因果性 및 行爲期待의 요소로 구성된 것이 행위개
념이며, 이 요소의 상위개념이 社會的 重要性이라고 하였다. 이 사회적 중요성은
5) 이는 인격적 행위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후술한다.

행태가 인간에게 요구된 행위가능성에 대한 반응(A ntw ort)을 의미하고, 그것이
인간의 역할(m itm ens chliche Rolle)로 나타날 때 구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W ess els 은 행위를「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었거나 지배가능한 사회적으
로 중요한 행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행위개념을 存在論的 所與에서 출발하
면서 그 객관적 의미내용을 행위자의 主觀的 目標設定과 법률공동체에서의 規範
的 行爲期待를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려고 하였다.
그 외에 Zipf은 행위를「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조종에 의하여

지배되었거나

지배가능한 어떠한 결과를 정향한 人間行態」라고 정의하였고, Haft는「특정한
결과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人間行態」라고 정의
한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목적적 행위론과 인과적 행위론의 성과를 포용한
이론으로서 사회적 행위론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3) 사회적 행위개념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 요소로서 社會的 意味性(soziale
S innhaftigkeit), 객관적•목적적 요소로서 社會的 構造性(s ozial Leistung ), 객관적
요소로서 行爲歸屬의 客觀性(Objektivitaet der Handlung szurechung )으로 구성되
어 있다. 즉, 사회적 행위개념은 범죄적 행태의 모든 현상형태를 社會的 現狀으
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i) 根本要素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
다.
또 ii) 結合要素 중 체계를 이끌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에
도 비교적 잘 부응한다.
그러나 iii) 사회적 행위개념은 限界設定機能은 잘 수행하지 못한다. 법인의 행
위,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작용, 단순한 반사작용, 그 밖에 조종불가능한 운동
등은 다같이 결과에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될 수 있어 행위단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6)
또 iv ) 結合要素의 中立性의 요청도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가
와 법적 평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거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7)
2. 犯罪構成要素의 體系
1) 사회적 행위개념은 처음부터 규범적 행위개념으로서 法學的 行爲槪念이다
라고 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 의미성만으로 일체의 형법적 행위를 전부 파악
할 수 있으므로 법적 평가개념인 過失行爲는 물론 不作爲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여기의 社會的 意味性은 그 요소인 객관적 목적성을 통해(행위의 인과성
과 목적성을 동시에 제약하는 객관적 의미요소로서) 행위 및 구성요건을 「價値
槪念」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행위의 價値判斷 또는 反價値
判斷도 이 규범적 의미척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물론 사회적 행위론에 있어
서는 행위의 不法判斷에 있어서 이미 행위 뿐만 아니라 行爲者에 까지 관계시켜
서 판단하지만 이 경우의 행위자는 언제나 객관적·사회적 신분존재로서의 행위
6) 따라서 사회적 행위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 견해는 유의성, 지배가능성 또는 사회적
표지 밖의 어떤 다른 행위요소, 예컨대 예견가능성, 지배가능성에 한계기능을 전가시키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7) 따라서 Roxin은 사회적이란 범주는

오히려 구성요건의 영역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이란 문제장소는 불법론에 있어서 한

중요한 해석관점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前刑法的 行爲槪念을 帶有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자이다. 행위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그 행위자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
회적 의미성이 있는 것, 즉 인간일반이 예견할 수 있고 지배가능한 것이어야 하
므로 개인적인 특수성, 즉 고의·과실·책임능력 등은 모두 행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不法과 責任의 각 단계에서 고려한다.
2) 그러나 故意와 過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획일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
는 아니한다. 다수의 입장은 因果的 行爲論과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나
Jescheck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익침해적인

의사방향

(W illensrichtung)과 행위를 이끌어가는 의사형성(W illensbildung )의 종류와 방법
과를 구별하여 前者는 불법구성요건에, 後者는 책임요소에 위치시키고 있다. 또,
一見解는 구성요건요소로서만 파악한다.
나아가 Maihofer는 이들은 행위에, 불법에 또는 책임에「속하는 것」이 아니
라, 즉 行爲觀點·不法觀點 또는 責任觀點에서 각각 바라보고 「평가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三段階構成에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二段階
四元論的 構造의 범죄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상황
불법

불법구성요건요소

(Unrechtsachverhalt)

(Unrechtstatbestandsmerkmale)
불법조각사유

(Unrecht)

(Unrechtsaufhebungsgruende)
불법비난

일반인의 명령규범위반

(Unrechtsvorw urf)

(Verfehlung des s ozialen S ollens)
일반인의 가능규범위반

행위

(Verfehlung des sozialen Koemens)

(Handlung)
책임상황

책임구성요건요소

(S chaldsachverhalt)

(Schuldtatbestandsmerkmale)
책임조각사유

책임

(Schuldaufhebungsgruende)

(Schuld)
책임비난

개인의 명령규범위반

(Schuldvorw urf)

(Verfehlung des individualen Sollens)
개인의 가능규범위반
(Verfehlung des individualen Koennens)

3. 批判
사회적 행위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i) 앞에서
도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 행위개념의 다양성 때문에 社會的 行
爲論者들 사이에서도 이론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또 사회적 중요성은 이미 法的 意味에서의 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특히 부
작위에 있어서의 行爲期待의 도입으로 인해 행위개념이 前構成要件段階를 벗어
나서 행위개념의 價値中立化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iii) 범죄론의 체계적 구성, 특히 不法과 責任의 개념구성에 있어서 그 이론적
결과가 사회적 행위개념에서는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歸責的 行爲의 下限
만을 구획하는 消極的 機能을 수행함에 그친다.
iv)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는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어지고

(Bockelm ann), v) 사회적 의미 없는 행태도 때로는 可罰的일 수 있다(Baum ann)
는 것 등이다.
V. 人格的 行爲論(personale Handlung slehre)
1. 沿革과 意義
1) 解釋學的 存在論을 주장한 Arthur Kaufm ann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서,
전통적 존재론을 따르면서 행위와 인간존재를 밀착시켜서 행위를 인간존재의 표
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존재가 동물과 구별되는 점으로서「인격」을 들고,
따라서 행위를 人格의 客觀化(Objektivation der Person) 또는 人格의 發現
(Personlichkeitsaeus serung)으로서 이해한다. 현재 C. Rox in, 김일수 교수등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人格性을 그 존재구조에서 파악하면 肉·生·心·精의 통일체
이므로 행위도 인과성·목적성·심리적·의미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
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행위론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一局面만을
강조한 이론이라 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행위란 심리적·정신적·활동중심
체인 인간에게 귀속되는 모든 것이란 전제하에 「行爲者人格의 主體的 現實化로
보이는 動·靜」으로 파악하였다.
2) 행위개념의 機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i) 이 행위개념은 범죄적 행태의 모
든 현상형태를 포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前法的인 영역에서
의미있게 행위로 나타내어지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根本要素로
서의 기능은 잘 수행한다.
ii) 이 행위개념은 현실적인 사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인격의
발현’은 自然主義的 또는 規範主義的 방법에 의해 일상적 생활관념으로 부터 멀
어짐이 없이 행위의 前刑法的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法的 先評價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현실적 단면을 파악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結合要素로서의
기능도 비교적 잘 수행한다. 그러나 不作爲의 경우는 ‘人間期待’를 통해서만 비
로소 인격의 발현으로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중립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iii) 또한 동물에 의한 동작, 思念, 강제된 행위, 반사행위 등은 인격의 발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함으로 非行爲와 行爲의 구분도 명확히 하여 限界設定機能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사적 성질의 반작용, 자동화된 행위, 고도의 흥분상태나 의식잃은 명
정상태에서의 행위 등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주체적인 인격태도는 無意識
的 行動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직 인간의 활동에 의해 어떠한 정신적
정서나 목표방향도 더 이상 인식 될 수 없는 곳에서만이 비로소 행위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2. 犯罪構成要素의 體系
인격적 행위론은 責任의 基礎를 개별행위의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는다는
人格責任論에서의 행위론으로서 이 입장에서는 논리필연적으로 故意에 대하여
어떤 특정된 가치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인격의 주체적 행위인지 어떤지를 식별하여야 하므로 故意는
구성요건의 요소이기도 하고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8)

여기서 構成要件要素로서의 故意는 단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인용으로 보고, 責任要素로서의 故意는 그것에다가 위법성에 관한 사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違法性阻却事由의 不存在의 認識도 고의에 포함시킨다. 過失의 체계적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3. 批判
인격적 행위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i) 個別的
行爲責任論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론을 따를 수 없고, 또 범죄의 사실적 기초개
념을 정의하기에는 다의적이고 명확성이 없다고 한다. 즉, 非難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主體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有責한 것만을 행위로 본다는 의미
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되어 현행법의 태도와 모순된다고 한다. 또「現實化」개념도 분명치 않다고
한다. 인격의 표현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행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ii) 규범적 평가를 범죄성립 판단의 첫단계에 혼입시킴으로 인해 法官의 자의
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iii) 결국 인격의 객관화란 인간의 擧動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社會的 行爲論을 벗어나지 못
한다는 것등이다.

VI. 기타의 行爲論
1. 公理的 行爲論(ax iom atische Handlung slehre)
1) 沿革과 意義
법윤리학자로서「공리적 방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한 U. Klug 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행위의 개념 또한 행위의「定義」의 문제로서 파악한다. 정의에는 i) 기호사용
의 약정을 의미하는 約定的(명목적) 定義(법률적 정의가 이에 속함)와 ii) 전통적
으로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른바 實在的 定義(사물설명과 기존하는 언어관
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記號說明이 이에 속한다)가 있다고 하면서, 행위는 사물의
본질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 언어관용의 확인으로서의「기호설명」의 문
제라고 본다. 즉, 「말」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언어는 일상용어에는 물론, 특히 專門言語에서는 準公理體系의 상태를
이루므로, 그 논의의 판가름은 準公理化를 넘어 刑法의 公理化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고 본다. 단, 그는 목적的 行爲論은 물론 社會的 行爲論의 의의를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다.
2) 批判
공리적 행위론에 대하여는 i) 행위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자기 딸을 “영자”라고
8) 이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을 위법 유책유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 구성요건의 본
질에 대해 Arthur Kaufmann은

消極的 構成要件標識理論 을 주장하면서 구성요건을 위법

성의 존재근거로 보고, 不法構成要件은 언제나 그 이면에 不法故意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부르자는 양친의 합의와는 다르다.(A. Kaufm ann) ii) 검증으로 學的 認識의 한
계를 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A. Kaufm ann) iii) 犯罪定義란 일정한
「規範的 事態」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실재적 정의 내지는 사물설명이다.(K.
Engisch) 등의 비판이 있다.
2. 消極的 行爲論(negativ e Handlung slehre)
1) 沿革과 意義
(1)

소극적

행위론의

결정적인

관점은

“回避可能性의

原則”(Prinzip

der

Vermeidbarkeit)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원칙의 최초의 주장자는 Kahrs이었다. 그는 회피가능성 속에서 단지 構成
要件的 歸屬原則만을 바라보았다. 그 후 Herzberg 는 최초로 이 원칙을 “消極的”
이라고 표시하면서 행위와 부작위를 동시에 포괄하는 행위개념의 기반으로 사용
하였다. 즉「형법상 行爲란 보증인적 지위에서의 회피가능한 불회피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不作爲犯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保證人的 地位’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입장과 달리 作爲犯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危險源으로서의
人格(주체)이 범죄적 신체거동”속에서 현실화되고, 이로써 결과의 회피에 대하여
有責的이기만 하면, 이 保證人的 地位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Jakobs는 動機論的 基礎위에서,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는 비난
하면서「行爲란 - 結果犯의 경우에 국한시켜 정의해 보면 - 회피가능한 결과야
기」라고 한다. 또 Behrend는 순수한 이론적 고려로 부터 얻어진 Herzberg 의
消極的 行爲槪念을 “실행되지 아니한 反對調整”이라는 衝動理論的•心理分析的인
행위모델로써 뒷받침하여 주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는 不作爲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의 회피가능한 불회피”가 된다고 하였다.
(2) 행위개념의 機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i) 根本要素로서의 機能수행은 불충
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不回避는 결국 결과의 야기이고, 이 惹起는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불회피’라고 설명되어지는 結果의 不防止와는 개별의 차원에 놓이게
되므로 언제나 作爲와 不作爲는 분리된 채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ii) 소극적 행위개념은 형법에 국한되고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행위개념이므로
結合要素로서 사용되기도 어렵다. 오히려 構成要件的 行爲의 특성을 보다 잘 설
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이 행위개념에 따르면 적극적이거나 가치중립적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행위 그 자체를 설명해 줄 수도 없
다. 따라서 체계적 분석화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고, 법체재의 실체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 正犯과 共犯, 豫備와 未遂, 作爲와 不作爲를 구별해야 하
게 된다.
iii) 어느 한 평가단계에서의 형법적 귀속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행위에의
귀속을 배제하는 회피불가능성의 특별한 근거가 이 행위개념에는 들어와 있지
못하므로 限界機能도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2) 批判
소극적 행위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i) 回避義
務가 특정한 인간집단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져 있는
경우 - 실행되지 아니한 救助, 실행되지 아니한 범죄신고 - 는 이 행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Herzberg)
ii) 평화교란은 거의 대부분 타인의 법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행위로서 나

타나는 것이며, 法的 評價라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볼 때 소
극적 행위개념에서는 사물이 전도되어 진다.(Lenckner)
iii) 소극적 행위론에서는 행위개념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歸屬觀點이 문제되
고 있는 것이다.(Rox in)
iv) 인간행태의 실제적 출현형태를 무시하고 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작위범
과 부작위범의 구분도 결하고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다(W essels)는 것등이다.
3. 徵候的 行爲論
Kollm ann, T es ar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다.

V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行爲槪念의 本質에 관한 諸理論들을 개
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는 간단히 행위개념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견해
만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1) 필자는 행위개념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社會的 行爲論의 입장에 서
면서, 표현상으로는 「社會的으로 의미있는 또는 중요한」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사실적· 외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위란「共同生活關係
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外部的 態度(신체의 동·정)」라고 보는 견해(차용석
교수)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개념에서 意思的 要素를 배
제하고,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하여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이라는 누적
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 각각의 평가요소의 독립
성을 유지하면서 그 저변의 공통성을 통하여 행위개념의 統一 및 結合機能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의 行爲는 狹義의 개념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은 違法行爲의 類型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범죄론체계에 있어서는 행위를 前構成要件的인 것으로 보
면서, 三分體系論의 입장에 서고자 한다. 그리고 故意·過失의 체계적 지위에 대
하여는 행위론이나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의 단계에서는 意思的 要素를 배격하
고 철저히 客觀的 秩序에의 侵害 또는 침해의 위험성의 存否로서 판단하며, 주
관적이고 개인적 사정은 責任論 단계에서 확정지우는 것이 責任主義의 요청에도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責任의 要素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結果反價値의 입
장과 결부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人權保障과 法益保護라고 하는 형법상의 기능
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에도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