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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협박은 폭행 개념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기본 개념이다. 협박 개념은 협박죄(제283조)
외에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공갈죄(제350조), 강도죄(제333조), 강간죄(제297조), 공무집행
방해죄(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죄(제136조 제2항), 소요죄(제115조) 및 그 밖의 특별형법에
서 광범위하게 구성요건표지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협박 개념의 명확한 정의는 협박
죄뿐만 아니라 형법 전반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협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나 엄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이론적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계는 판례가 협박 행위의 가벌
성을 획정하면서 제시하는 법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통상적인 개
념사용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협박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원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적 요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예를 들면, 동죄의 성
1)

이 논문은 전북대학교 2012년도 하반기 연구기반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1) 다만, 최근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와 관련하여 협박 개념을 재검토하는 학계의 노력들은 이러한 통상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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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여부는 ‘협박’이라는 한 단어의 의미에 좌우되는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
는 형법상 구성요건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형사실무에서는 이러한 ‘단
출한’ 구성요건 표지만으로 연간 4,000건 이상의 협박행위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유죄
판결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협박’이라는 구성요건 표지에 대한 수사기
관과 법원의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다.
종래 협박행위의 가벌적 영역을 획정하는 이론의 하나로 협박과 경고의 구별론이 있
다. 통설에 따르면 경고와 협박은 구별되며 경고는 협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박
을 하는 자는 고지된 해악의 실현에 대하여 자신이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게 된다.
학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2000년대 이후 종
래 통설이 주장하던 내용의 법리, 즉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몇 몇
사안을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기초한 협박 개념은 후에 논구하는 바와 같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며 그러한 법리에 대한 규범적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관한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여 협박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관한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Ⅱ). 다음으로 협
박과 경고를 통설과 같이 구별하는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이러한 법리를 최초로 활
용한 독일제국법원의 판례를 살펴 볼 것이며, 독일의 통설과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소
수 견해들이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기준 및 근거들을 검토하고, 이 문제들에 관한 필
자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Ⅲ). 확인된 필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판례 사안을 비
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마지막 내용이다(Ⅳ).
2)

3)

4)

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협박죄는 4,075건이며 공갈죄는 3,883건에 달한다. 대검찰청, 범
죄분석, 2011.
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대법
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4) Ⅱ. 2. 참조. 종래의 통설도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은 마
찬가지이다.
2) 2010

협박과 경고의 구별

Ⅱ.

1.

159

종래의 협박 개념

통설과 판례의 협박 개념

협박의 내용
통설은 협박을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또는 ‘상
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 로 정
의하고 있다. 판례 또한 협박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협박 개념은 협박 행위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과 관련이 있다. 협박이 무엇인가는 그 자체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협박에 표시된 내
용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다. 협박의 내용 없이는 협박 개념을 정의할 수 없으며 이미
협박 개념에는 ‘해악’ 또는 ‘불이익’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협박의 경우 고지된 해악이 실제 발생 내지 실현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해
악을 고지하는 자가 사실상 해악을 실현할 수 있거나 또는 의욕하는 경우도 이와 동가
치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협박은 거짓 내용, 즉 기망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대
법원 판례에서도 협박 내용에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협박과 경고
통설은 협박 개념을 정의하면서 협박(Drohung)과 경고(Warnung)를 구별한다. 협박에
서 해악의 발생은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될 것을
요하며, 천재지변의 발생과 같이 행위자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해악이 도래할 것을
(1)

5)

6)

7)

8)

9)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2010), 116쪽.
임 웅, 형법각론(제4정판, 2012), 136쪽.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판례는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
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 7) 판례 참조.
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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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는 경고는 협박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설의 이해에 따르면, 협박 개
념은 해악을 고지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해악의 ‘실현 능력’이 있음을
알리고, 해악의 실현이 고지자의 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고지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
음이 주장되거나 알려질 것을 필수적 요소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해악의 고지는 제3자
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때 행위자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판례도 통설처럼
명시적으로 ‘경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설이 이해하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기초한 협박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협박의 2가지 기본요소, 즉 해악의 고지와 실현능력의 주장 중 두 번째 요소가 결여
된 경우를 통상 협박과 구별되는 ‘경고’라고 부른다. 경고란 일정한 행동의 위험 또는
이와 관련된 해악을 언급․지적하거나 알려 주었지만 그 해악의 실현이 고지자의 의사
또는 영향과는 무관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고는 협박의 결함 있는 하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경고는 협박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장래의 해악에 대한 고지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고지자가 해악의 실
현을 지배․좌우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점에서 협박과 차이가 있다. 경고는
협박 개념에서의 해악 실현에 대한 행위자의 해악 실현능력 주장이 결여되어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협박 개념을 구성요하는 주요한 요소는 고지된 해악에 대한 고지
자의 실현능력이다. 해악의 실현능력에 대한 주장이 결여되어 있는 해악의 고지는 경고
에 불과하며 비록 고지자가 수신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얻거나 수신자의 자
10)

11)

김성돈, 형법각론(제2판, 2009), 116쪽;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2009), 122쪽;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2005), 104쪽;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2010), 200쪽;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2010), 112쪽;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2009), 136쪽; 이재상, 형법각론, 116쪽;
임 웅, 형법각론, 137쪽.
1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협
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
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
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
는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
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
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을 하
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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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침해하였더라도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래 협박 개념의 문제점

경고와의 구별에 기초한 종래의 협박 개념은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협
박과 경고의 구별에 기초한 사안의 해결 방식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로서 확고해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리의 연원 내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대법원의 협박과 경
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는 학문적 담론과 논증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
의 기원은 독일제국법원의 판례에 있는데, 일본 대심원이 독일의 판례 법리를 표절하
고, 이를 다시 우리 대법원이 비판적 성찰 없이 원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뿐이다.
둘째, 종래의 협박 개념은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구성되어 있다.
협박과 경고는 해악의 고지자 또는 경고자가 수신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별된다. 즉, 협박은 고지자가 장래에 행하겠다고 고지한 행태의 내용 – 제3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 에 의해 구성되며, 자신의 실현능력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경고가 아닌 협박이라고 이해한다. 반면, 경고는 고지된 내용이 고지자 자신의
영향과는 독립된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밖의 행태를 의미
하며 이러한 형태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협박과 경고가 고지된
12)

13)

14)

종래의 협박 개념과 이의 대응물로서의 ‘경고’ 개념은 이론적 · 학문적 법률해석의 산물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제국법원(RG)의 판례에서 유래하며 후일 독일연방통상법원(BGH)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쫓았으며 독일의 통설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Küper,
Drohung und Warnung, Zur Rekonstruktion und Revision des klassichen Drohungsbegriffs,
GA 2006. 6. S. 442). 퀴퍼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원은 과거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Küper, aaO, S. 442 Fn 15).
13) 일본 대심원은 협박에서 해악은 고지자 자신이 해악을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고, 제
3자에 의해 해악이 가해진다는 취지를 고지해도 무방하며, 해악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장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지자가 3자에 대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다는 외관을 창출하면 족하다는 판례 법리를 전개한 바 있으
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일본대심원 1935. 6. 24. 형집 14, 728;
일본대심원 1935. 11. 12. 형집 14, 1240; 일본최고재판소 1952. 7. 25. 형집 6, 8, 941).
14) 이러한 추측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① 종래 우리 판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일본의 판례를 거
의 번안에 가까운 형태로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 사안에 적용해왔던 점, ② 우리나라에서 협박과
경고의 구별 법리를 최초로 적용한 2002년 대법원 판례사안(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
3245 판결)에 대한 판례 해설(정형식, 대법원판례해설 41호, 2002 상반기(2002. 12.), 638-639
쪽)의 내용도 일본의 관련 판례를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12)

162

조기영

내용에 따라 구별되게 되면 고지자는 결국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협박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고지자는 협박에서 해악 실현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의사를 기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 경고를 할 수 있
으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3자의 존재를 기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자는 해
악을 고지하면서 ‘협박’과 ‘경고’의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지자
가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수신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결정력을 지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다 심각한 문제점으로서 통설과 판례는 협박과 경고를 그 내용에 따라 구별
하는 실질적․규범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통설과 판례는 왜 고지된 내용에
따라 어느 경우는 협박이 되고 어느 경우는 경고에 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피
해자에게 소위 ‘경고’의 형태로 이루어진 고지도 피해자에게 잠재적인 강제효과가 있으
며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박의 본질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힘
이라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해악의 실현능력 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닐 수 있다. 가벌적 협박과 불가벌적 경고를 구별하는 규범적․이론적 근거 지움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많은 사안에 적용될 명확한 기준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안에 따른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규범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법리를 최초로 사용한 독일제국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구별 기준 및 근거를 고
찰하고,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독일의 학설(소수설)을 소개․검토
한 후 양자의 구별 근거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실제 사안에 적용한 우리나라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종래의 전통
적인 협박개념을 재구성하고 협박과 경고의 구별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5)

15) Küper, aaO, GA 2006. 6. S.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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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례의 전개

독일제국법원 및 독일연방통상법원의 판례
독일제국법원은 1881년 판례 에서 독일형법 제241조의 협박(Bedrohung) 개념을 정
의한다. 이러한 협박 개념은 후에 동법 제240조(강요죄)의 강요수단으로서의 협박
(Drohung) 개념으로도 원용된다. 여기서는 협박을 해악의 고지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3
자에 의하여 실행될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독일제국법원이 협박과 경고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것은 1886년의 판
례 에서이다. 이 판례에서 ‘경고’의 개념은 아직 명백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지만 ‘협박’
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위자가 협박을 통해 다른 자의 의사를 굴복시
키는 경우가 협박이며, 행위자가 타인에게 사안의 상태를 표명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독일제국법원은 피해자의 사위가 위조한 혐의가 있는 어음을 회수
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음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한
피고인의 행위 는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
(1)

16)

17)

18)

19)

이하의 내용은 독일 법원의 판례를 상세하게 소개 · 분석하고 있는 Küper, aaO, GA 2006. 6. S.
443 ff.에 의존하고 있다.
17) RGSt 5, 214.「협박의 요소는 협박하는 자가 협박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야기할 수 있는 해악
(von ihm herbeizuführendes Übel)을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협박하는 자가 해악이 자신
의 행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악이
오로지 협박하는 자 자신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selbst veranlassendes) 표현된 때에는 협
박의 개념요소는 충족된다. 협박하는 자가 고지된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는 것으로 고지하였는가
또는 지적인 작용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지하였는가를 구별할 필
요는 없다.」
18) RGRspr. 8, 55.
19)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행의 관리자인 피고인 A는 V에게 V의 사위 S가 위조하
였다는 혐의가 있는 2장의 어음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V가 어
음을 회수하면 S는 어음위조죄로 처벌되지 않겠지만, 어음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음들이 제시되
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위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위조 부분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V에게 “단지 사안의 상황(Lage der Sache)을 말하였을 뿐이고
V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음을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그 흐름에 따라 진행되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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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협박의 본질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협박자의 힘(Macht) 또는 의사
(Willen)에 좌우되고 피협박자가 그러한 해악의 발생을 두려워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그리하여 그러한 공포가 피협박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필요로 하며, 주관적
으로는 협박자가 피협박자의 의사에 대한 자신의 고지의 효력에 대하여 인식할 것이 요
구된다.」

독일제국법원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에서는 V 내지 V의 사위는 이미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어음위조 사실에 의하여 위협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V에게 단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알린 것뿐이고 V는 어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지된 해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V에게 고지된 해악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어음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음 위조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라 어음의 제시로 어음 위조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설
명한 것일 뿐이며, 이것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알린 것일 뿐이지 그 해악의 실현이
피고인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독일제국법원은 1886년의 판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피
고인이 직접 제3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
로 제3자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
위가 예상되는 경우 경고가 아닌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제국법원이 협박과 경고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은 1893년의 판례에서이다.
20)

21)

록 놓아 둘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20) RGSt 15, 333. 독일제국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협박을 인정한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는 귀족 여성에게 그녀의 실내장식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제
안을 하였다. 그 여성이 이를 승낙하지 않자, B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실내장
식품을 ‘순순하게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악기제작자 V가 당신이 당신의 그
랜드 피아노를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V는 그 악기에 대한 잔금이 있었기에 이미 ‘공적인
명령’과 ‘구금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V는 당신에게서 ‘모든 동산’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당신을 구속시킬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실내장식물을 매각하면, 나는 V와의 일을
조정하고 V를 진정시키겠다.” 실내장식품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은 B에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V는 그 사이 여성의 부재중에 실내장식물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21) RGSt 2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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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 독일제국법원은 독일 형법 구 제240조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경고의 개념
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협박과 대비하였다. 동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
고인의 사장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논설을 써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행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에서, 1881년의 판례(RGSt 5, 214)를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발언은 협
박이 아닌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협박은 반드시 협박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고와는 달리 협박하는 자는 자신이 간접적으
로라도 해악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3자에 의해 해악을 실
현할 것을 고지한 때에는 협박하는 자는 자신이 제3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없다.」

독일제국법원은 1900년에 협박과 경고의 개념적 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게 된다. 동
법원은 카르텔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사와 거래한 상인에
게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르텔 소속 회사들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에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협박
과 경고의 개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독일제국법원은 협박의 경우에도 수신자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해악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킬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과 경
고의 구별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경고의 개념은 “추가적인 요
구를 갖추어야 하는 좁은 개념인 협박과 공통되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경고의 개념은 ‘일반적인 언어사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경고한
22)

23)

22) RGSt 34, 15.
23)

군수품제조공장 카르텔의 대표가 이 카르텔에 속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카르텔 회사들의 고객인 상인에게 “내일 아침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전보를
보내지 않으면 전체 회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더 이상 이들 회사에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 말한 사안이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경고를 했을 뿐이며 수신인은 앞으로 카르텔 소속
회사와 거래를 할지 그 밖의 회사와 거래를 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협박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독일제국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고가 아닌 협박이라고 판단하였다.

조기영

166

다’는 것은 ‘일정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무엇을 조정하고 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
한 특성은 협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 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 사용해 온 협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경고는 다가오는 해악이 행위자의 의사와 독립된 일정한 행
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의미하며, 반면 협박은 ‘해악의 실현이 협박자의 힘
과 의사에 – 최소한 협박자의 견해에 따를 때 –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말한다.
독일제국법원은 1920년에 이르러 1900년에 밝힌 입장과는 달리 협박과 경고는 질적
으로 구분된다는 견해를 밝힌다. 1920년의 판결도 1900년의 판례(RGSt 34, 15ff)와 마
찬가지로 협박을 경고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고 경고를 행위자의 실현의사와 무관한
해악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점은 같다. 그러나 1920년의 판결은 개념의 논리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자를 구별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 점에 특징
이 있다. 즉, 협박은 경고자에 대한 공포를 가져오지만 단순한 경고는 비준수시 경고자
와는 무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협박과 경고는 양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수신자에게 고지된 해악이 고지자의 영향하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협박
개념을 원용하면서 동시에 수신자가 고지자에 대하여 공포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협박의 피해자는 경고의 수신자와는
달리 ‘행위자의 힘’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며, 그것이 ‘다른 자의 힘’이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야기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독일제국법원의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관한 판례 법리는 독일연방통상법원에서도 그
대로 수용되고 있다. 독일연방통상법원은 명시적으로 ‘경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24)

25)

26)

27)

독일제국법원은 이 사안에서 사업자동맹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법원과는 달리 피고인은 사업자 카르텔의 지도자로서 고지된 해악은 피고인의 힘과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협박을 인정하였다.
25) RGSt 54, 246. 이 판례는 독일 형법 구 제114 공무원강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독일에서 협박
과 경고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판결이다. 역장인 피고인이 수렵법 위반 혐의가 있는 철도선
로 인부를 신문하는 공무원에게 농부협의회의 회원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노동자협회, 군인협회, 철도선로협회 근로자들이 공무원을 구타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안이
다. 독일제국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여러 노동자들을 움직일 것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단지 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이것이 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4)

26) Küper, aaO, GA 2006. 6. S. 453.
27) Küper, aaO, GA 2006. 6. S.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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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독일제국법원이 발전시켜 온 협박 개념, 즉 해악은 제3자에 의해 실현될 것으
로 고지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
여야 한다는 법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독일판례가 제시한 협박과 경고의 구별 근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제국법원은 협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경고라는 개념
을 인정하고, 경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협박과 경고
를 구별하는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제국법원은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 의거하여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면서, 경고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협박은 ‘좁은’
개념이며, 협박은 이를 통해 해악의 실현이 협박하는 자의 힘과 의사 – 적어도 협박하
는 자의 견해에 따를 때 – 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그 후 실질적․정성적
구별을 시도하여, 협박은 피고지자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경고는 ‘경고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고지자와 무관하게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
일제국법원이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3자의 해
악실현에 대한 영향력’ 유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가져오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제국법원의 법리는 협박과 구별되는 경고는 왜 불가벌적 행위인
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독일제국법원의 판례 법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독일의 통설도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독일 판례와 통설에 대하
여 의문을 제기했던 독일의 몇 몇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실질적
근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한다.
28)

29)

30)

2.

독일 학설의 전개

독일의 통설
독일의 통설 또한 협박과 경고를 고지된 해악에 대하여 행위자가 주장한 영향력을
(1)

31)

28) BGHSt 7, 197; BGH NStZ 1996, 435.
29) RGSt 34, 15 [19].
30) RGSt 54, 236 [237].
31)

우리나라의 통설도 마찬가지임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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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구분한다. 경고는 경고를 한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의미한다. 협박의 경우는 협박하는 자가 주장한 해악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지
닐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보여주면 된다. 제3자
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충분하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순한 경고이다.
독일의 통설은 ‘해악의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협박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해악에 대
한 고지자의 영향력 유무를 기준으로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고 있지만, 양자를 구별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판례 법리
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2) 독일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고지자의 해악 실현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협박 개념을 정의하는 독일의 통설
입장에 대하여 협박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소수 견해들이 주장되
어 오고 있다. 이들 견해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관하여도 독일 판례 및 통설과는 다
른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야콥스는 행위자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해악을 고지하였고 행위자 자신이 그 해악
을 실현시키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에 대하
여 행위자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해악과 피해자의 행위를
연결’시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실재하지 않는 해악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비록 그 실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자유
는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협박 개념은 경고의 영역
에까지 확장되게 된다.
푸페는 독일연방통상법원의 1989년 판례 사안 을 평석하면서, 행위자가 해악의 실
32)

33)

34)

35)

32) Fischer, StGB, 59. Aufl, 2012, § 240 Rn. 36; Lackner · Kühl, StGB, 27. Aufl, 2011, § 240
Rn. 12; Maurach · Schroeder · Maiwald, Strafrecht BT 1, S. 155; Schönke · Schöder, StGB,
28. Aufl, 2010, Vorbem 31 §§ 234ff; Toepel, Nomos Kommentar StGB, 3. Aulf. 2010, §
240 Rn. 97;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S. 325. Wessels · Hettinger,
Strafrecht BT 1, 34. Aufl, 2010, S. 122.
33) Jakobs, Nötigung durch Drohung als Freiheitsdelikt, FS Peters, 1974, S. 83-84; Jakobs,
Nötigung durch Gewalt, GS H. Kaufmann, 1986, S. 809.
34) Jakobs, FS Peters, S. 84.
35) BGH, JZ 1989, S. 595f.
. St 280 DM
.
N
. St

판례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는 만 를 넘는 다수 어음
을 소지하고 있다 이 어음들은 회사의 회장의 서명이 위조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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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푸페는 협박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에 의해 실행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거나 인
식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없으며, 강요죄의 불법내용인 강제효과(Zwangswirkung)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거짓이든 또는 진실이든 피해자의 일정한 행동과 일
정한 해악의 발생 여부를 연결(Verküpfung)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자유에 대한 범
죄인 강요죄의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를 근거로 “해악
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망하는 것”은 협박의 불법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푸페 견해의 핵심은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기망한 때에
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해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고
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동일한 강도로 행위자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
36)

37)

38)

계가 있었던 피고인은 N회사의 회장이 사망하자 회장의 아들과 결합하게 된다. 피고인은 아들
에게 자신은 어음을 본적이 있는데 어음이 아버지의 여자 친구인 St에게 가있다. 아버지는 자신
의 여자 친구와 함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였고 그녀에게 어음을 더 주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어음이 은행에 제시되면 N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아버지의 미
망인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아들과 N 회사의 대표에게 어음을 구
입 – 명목가치의 약 20%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어음을 공증인에게 맡기고 N 회사의 대표에게 공증인이 어
음을 반환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2만8천 DM의 기타 경비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발언 후 피고인은 옆방에 있던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원심법원(LG)은 피고인
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였다. 검사는 문서위조 기수 또는 미수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독
일연방통상법원(BGH)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신자에게 위조된 문서의 존재를 언급하였고 그 내용
에 대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한데, 문서의 ‘사용’(Gebrauchen)은 수신자가 최소한 문서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6) Puppe, JZ 1989, S. 596f.
37) 푸페는 독일 판례 사안(BGH, JZ 1989, S. 595f)에서 피고인은 회장의 아들을 ‘협박’을 통해 강
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기망을 통해 “협박 상태”에 처하게 하였고 스
스로 “이러한 협박 상태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라는 제안은 해
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물론 이러한 행위 자체는 협박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지만,
“협박과 해악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강요된 행위의 연결”이 인정되기 때문에 협박은 강요의 수단
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푸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협박받는 상태”를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게 야기하였고 그는 언제든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제거할 – 그
러할 의무가 있다 - 수 있었다. 기망을 통하여 피고인은 회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협박받는
자의 공포에 대하여 “유책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인을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박상태의 지배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일정한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기망한 자는 결론적으로 “상당한 해악에 의한 협박”으로 강요한 것이
다.”(Puppe, JZ 1989, S. 597f).
38) 푸페의 논지를 따르는 견해로는, Gropp · Sinn in MK StGB, 2003, § 240 Rn.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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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야콥스나 푸페
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협박과 경고의 구별을 시도로는 퀴퍼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
다. 퀴퍼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은 자유론적 관점, 즉 피해자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
유의 제한과 행위자 측면에서 그러한 자유 제한에 대한 귀책성에서 구하여야 한다고 하
면서, 경고를 크게 ‘진실한 경고’와 ‘거짓 경고’로 나누고 ‘진실한 경고’는 협박에서 인정
되는 이중적인 자유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영역에 속한지만, 기망적 방법에 의한
협박, 즉 ‘거짓 경고’는 ‘진실한 경고’와는 달리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퀴퍼는 협박으로 고지된 해악은 협박자가 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예정된 해악이라는 점에서 조건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러한 조건적 성격은 해악을 실현
하고자 하는 ① 고지자의 힘과 의사에 의존하는 측면과 다른 한편 ② 협박을 당하는 피
해자의 행위에 의존하게 된다는 이중적 의존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
적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자 자신이 야기할 수 있는 해악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피협박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강제상태’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피수단을 협박자가 제시한 ‘회피방안’으로 국한시킴
으로써 이중적인 자유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직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악을 단순히 – 기망하지 않고서 – 경고하는 경
우(진실한 경고)에는 수신자에게 예상되는 해악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지니게 함으로써
자유가 감소하게 되고 심리적 강제상태라고 할 만한 의사결정상황을 가져오기는 하지
만, 이러한 결정상황은 단지 경고자가 ‘전달’한 것일 뿐이며 피경고자도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또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여야만 해야 할 상황인 것이고, 이
러한 의미에서 진실한 경고는 단지 존재하는 자유제한에 대하여 피경고자가 스스로 인
식하게 될 상황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고는 행위자에게 귀책 시
킬 수 없으며 ‘진실한 경고’는 피경고자로 하여금 닥쳐올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로 인한 자유침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경고자의 상황
을 개선시키며 자유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거짓 경고’는 수신자가
거짓 해악에 직면하게 되고 강제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협박이나 ‘진실한 경고’와
39)

40)

41)

39) Küper, aaO, GA 2006. 6. S. 464f; Küper, Die “täuschende Warnung” : eie Drohung?,
Puppe FS, 2011, S. 1225f.
40)
“
,
.”
. Küper, aaO, Puppe FS, 2011, S. 1225.
41) Küper, aaO, Puppe FS, 2011, S. 1226.

퀴퍼는 이를 만일 당신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악을 실현할 수 있으
며 해악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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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점이 있으나, 진실한 경고에서와 같은 해악을 막아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
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옴으로써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결여되어
있으며, 협박과 마찬가지로 경고자의 회피방안에 구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자유침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회피방안이 제시된 기망적 경고는 행위자의 책임 있는 자
유의 침해라는 점에서 통상의 협박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42)

43)

3.

비판적 검토 및 입장 정리

비판적 검토
독일제국법원의 판례는 협박과는 구별되는 경고의 개념을 인정하고, 경고는 해악의
실현이 협박자의 힘과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서 수신자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지자와 무관하게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의 통설은 이와 같은 독일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협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판례와 통설은 아직 협박을 경고와 구별하여 경고를 가벌적 협박에서
제외시키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 독일
판례와 통설은 왜 제3자에 대한 영향력 유무의 고지 내지 인식이 가벌적 협박행위가 되
는 실질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독일의 소수견해들(야콥스, 푸페의 주장)은 행위자에게 해악 실현에 대한 영향력
이 없거나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위자가 해악과 피해자의 행위를 연결시킴
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지배한 경우에는 협박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 견해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 기준으로 ‘영향력’이 아닌 ‘자유
침해’ 내지 ‘의사결정의 제한’을 제시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
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행위자가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강제를 행사한 때에도 협박이 인정되게 되어 협박과 경고의 구별에 있어서
협박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소수견해는 피협박자의 의사결정
(1)

44)

42) Küper, aaO, Puppe FS, 2011, S. 1229.
43) Küper, aaO, Puppe FS, 2011, S. 1230.
44)
.

앞서 소개한 푸페의 견해는 기망에 의한 의사강제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 ‘협박’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협박’한다는 문언에 기망이라는 테마를 포
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물론, 형법상 ‘협박’의 의미를 확장하여 ‘일체의
해악에 대한 공포 상태의 야기’ 또는 ‘위협 받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푸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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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결과반가치 측면에는 주목하지만, 협박자의 행위반가치 측면을
세밀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퀴퍼가 제시한 분석은 행위자의 귀책성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이중적 침해라
는 기준을 통해 협박 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퀴퍼의 견해는 예리한 각론적 분석을 총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하에서는 형법의 불법론, 즉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중심
으로 협박 행위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벌적 협박과 불가벌적 경고를 구별하
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진실한 경고와 거짓 경고의 불법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는 퀴퍼
의 견해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2) 입장 정리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문제는 협박의 불법내용을 획정하는 문제 다름 아니다.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불법은 행위반가치(Handlungsunwert)와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로 구성된다. 협박죄에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의미내용을 확정
하고, 그렇게 확정된 협박의 불법내용과 경고의 의미내용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협박과
경고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판례와 통설이 해악의 실현이 협박자의 의사와 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는 이론적 결함을 보이는
부분은 협박행위의 행위반가치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보충될 수 있다.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수 있다는 ‘힘’ 또는 ‘영향력’의 주장은 해악을 실현하겠다는 의사(Willen)의 표현
이다. 이러한 고지의 의사관련성은 종래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협박 개념의 필수적 요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해악 실현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은 일정한
해악을 ‘실현할 수 있다’(können) 그리고 ‘실현하기를 원한다’(wollen)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협박 개념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협박에서 피
45)

46)

같이 확장된 협박개념은 협박을 경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악을 ‘경고’하는 것도 수신자로 하여금 위협받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고지자가 수신자에게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경고해 주거나 해악
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준다면 이때에는 고지된 해악과 수신인의 일정한 행위를 결합
시킨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협박과 경고 개념은 동일한 것이 되고 만다.
45) “법익침해(결과반가치)는 형법적으로 오로지 인적 · 위법한 행위(행위반가치의 내에서)와 관련해
서만 의미를 지닌다. 인적 행위반가치는 모든 형법상 범죄의 일반적 불법이다.”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S. 62.
46) 같은 취지로는, Küper, aaO, Puppe FS, S. 12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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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오직 ‘고지된 내용’이지 실제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며, 고지된 해악이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협박자가 사실상 해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는 동가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악 실현
의 의사와 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은 협박행위의 행위반가치의 본질
적 요소로서 협박 개념의 구성요소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영향력’ 주장은
여전히 협박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영향력 테제’를 협박 개념
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자 하는 소수견해에 대하여는 협박행위에 있어서의 행위반가치
의 본질적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협박의 결과반가치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전형적인 협
박의 경우에는 고지된 해악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한편,
협박자가 좌우할 수 없는 해악의 고지(경고)도 수신자에게 일정한 형태로 해악을 고지
함으로써 협박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강제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경고’의 경우에
는 경고자는 존재하는 자유의 제한을 ‘전달’하는 것을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다가오는
해악을 경고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다(행위반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진실한
경고’는 피경고자로 하여금 닥쳐올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로 인한
자유침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경고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며 자유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 피경고자는 이렇게 확장된 자유를 기초로 하여 해악의 회피를
47)

48)49)

50)51)

판례도 협박에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
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그러한 의도나 욕구를 지닌 경우나 그러한
의도나 욕구를 표현한 행위를 동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8) 판례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때에는 ‘해
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
사를 부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
도218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협박 개념의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9) 해악의 실현가능성 개념은 협박 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
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요건, 즉, 행위의사(Handlungswille) -고의범의 경
우는 고의- 와 협박행위의 법익침해에 대한 객관적 적합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는 행위반가
치론 입장에서도 요구되는 개념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반가치를 설명
하는 견해로는, Hirsch, Handlungs-, Sachverhalts- und Erfolgsunwert, Gedächtnisschrift
für DIETER MEURER, 2002, S. 14. 참조.
50) 벨첼에 따르면 결과반가치는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태화를 의미한다. Welzel, aaO, S. 62.
51) 통설과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는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로 이해하고 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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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협박의 경우에는 피협박자가 해악 실현을 회피하
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협박자가 제시한 대안에 구속되는 것임에 반하여, 경
고는 피경고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협박과 같은 것일 수 없
다.
거짓 경고의 경우는 수신자가 거짓 해악에 직면하게 되고 강제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협박과 ‘진실한 경고’와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거짓 경고’는 존
재하지 않는 허위의 해악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진
실한 경고’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진실한 경고’에서 다가오는 해악을 막아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옴으로써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거짓 경고’는 협박과 마찬가지로 경고자의 회피방안 –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여 – 에 구속되도록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중
적 자유침해’를 가져오게 한다.
거짓 경고는 제3자에 대한 영향력 주장을 통한 해악의 고지가 기망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실한 경고와는 달리 거짓 경고에서는 피경고자가의 해악 발생으
로 인한 자유박탈의 회피를 위한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거짓 경고에서는 진실한 경고
에 존재하는 ‘자유보장적’ 요소가 없다. 거짓 해악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피경고자 입장에서는 경고자가 야기한 착오를 교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자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으로 스스로 강제상태(이 강제상태에 대하여는
경고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행위자가 자신의 해악에 대한
영향력 또는 자신의 실현의사를 기망한 형태의 협박에도 역시 존재한다. 회피방안이 제
시된 거짓 경고는 행위자의 책임 있는 자유의 침해라는 점에서 통상의 협박과 같은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52)

53)

54)

52) Küper, aaO, Puppe FS, S. 1226-7.
53) Küper, aaO, Puppe FS, S. 1230.
54) Küper, aaO, Puppe FS, S.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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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경고의 구별]

[

구분

해악의 실현 가능성 주장
(행위반가치)

협박
진실한
경고 경고
거짓 경고

있음

Ⅳ.

1.

없음
없음
(협박의 행위반가치와
동가치적 평가 가능)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
(결과반가치)

있음 있음)
이중적 자유침해
있음
(이중적 자유침해 없음 /
자유 확대 측면 있음)
있음
(이중적 자유침해 있음 /
자유 확대 측면 없음)
(

판례 분석

전형적 협박 사안
년 판례사안

(1) 2007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
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
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
오”라고 말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에 소개할 2006년의 판례사안에서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
하였다.
55)

5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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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와 처에게 사위와 남편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하겠다는 해
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해악을 자신이 직접 실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제3자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경고와 협박의 구별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
자가 그러한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게 된다. 이때 실제 피고인이 세무
서에 서류를 보낼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서 중요하지 않다. 일
반적으로 세무관계에 대한 신고나 고발이 있으면 세무당국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는 제3자에 의한 해악 실현을 좌우,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표현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악을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인정된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심리적 강제상태에
빠져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반가치 또한 인정된다. 이 사안은 전
형적인 협박 사안에 해당한다.
(2)

거짓 경고’ 사안

2. ‘

년 판례사안

(1) 2006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 휴대폰으로
대전역을 폭파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생
략)인데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동대구지하철역에 전화를 하여 “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휴대전화 번호 생략)번을 가진 사람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
이다. 나는 겁이나 신고를 못하겠고 동대구 지하철역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니 알아
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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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피고인
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제2심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검사
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면서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6)

57)

58)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
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
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
와 같은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
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
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분 석
위 사안에서 제1심법원은 물론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경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활용하고 있는 법리는 독일제국법원에서 유래하는 협박과
경고의 구별 법리와 동일하며, 대법원은 그러한 법리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타당할 수 있으려면 앞에서 검토한
협박과 경고를 구별하는 실질적인 근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이 아닌 경
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은 경찰청과 동대구지하철역 관계자의 심리적 강제상태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기차역과 지하철 폭파라는 해악이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한 바는 없다. 따라서 종래의 통설의 기준에 따르면, 피
(2)

56)
57)
58)

대구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고단156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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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협박이 아닌 경고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될 것이며, 대법원도 이러한 통
설의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설령, 이를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이라
는 점에서 경고라 하더라도, 이는 ‘거짓 경고’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지하철역 관계자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거짓 해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
를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거짓 경고’에서는 고지된 해악이 허위이기 때문에 ‘진실한 경
고’에서와 같은 다가오는 해악을 막아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옴으로써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
3자 측면에서의 해악의 고지를 기망에 의해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피협박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 내지 제한된 상황은 오로지 피고인의 발언에 기
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에 귀속된다. 즉,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 동기는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분풀이가 목적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폭파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9)

60)

길흉화복의 고지’ 사안

3. ‘

년 판례 사안

(1) 2002

사실관계]

[

승려인 피고인은 독실한 불교집안의 피해자들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독일연방통상법원도 종래 독일제국법원의 협박과 경고의 구별 법리를 원용하면서, 해악의 고지
가 기망에 해당하더라도 피협박자가 협박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공갈죄의 보호법익의 하나인 자율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
되었더라도 사기죄를 별론으로 하고 공갈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GHSt 7,
197.
60)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수신인들을 심리적 강제상태에 빠지게는 하였으나 해악을 막기 위
한 방법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적 자유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인에서 고지된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폭파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 그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미 폭탄이 설치되었는지 역
내부와 주위를 살펴보는 것 이외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해악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선택을
제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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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보살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
으로 795,000원을 내라.", "묘소에 있는 시아버지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들이 형편
없이 빗나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부부가 이별하게 되고 하는 사업이 망하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였다.61)6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는 이유로 사기죄와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이 사기죄 부분과 공갈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자, 검사가 공갈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이 항소
를 기각하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함을 부정하였다.
63)64)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
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
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이 사안의 자세한 사실관계 소개 및 평석은, 정형식, 대법원판례해설 41호(2002 상반기) (2002.
12), 638-639쪽 참조.
62) 역술인의 길흉화복 고지가 형법상의 가벌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국민이
역술인을 찾아가 불확실한 미래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이
기도 하다. 과장된 느낌이 적지 않지만, 한국의 역술인은 50만 명에 달하며 그 시장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21991.
2012년 8월 20일 검색)는 우리사회에서의 일반 시민의 길흉화복 예측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충
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6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64) 협박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통설은 위 판례를 협박과 경고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판례로서 그 구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각주 10) 소개된 문헌 참조. 행위자 자신이 지배
할 수 없는 ‘천벌을 받게 하겠다.’, ‘번개에 맞아 죽게 하겠다’와 같은 길흉화복과 천재지변의 침
해를 알리는 행위를 단순한 경고의 예로 들고 있는 문헌으로는, 오영근, 형법각론, 136쪽; 손동
권, 형법각론, 112쪽 참조.
61)

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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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분 석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제3자 또는 그 밖의 상황에 의하여 해악이 실현
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은 해악을 기망적 방법으로 고
지한 ‘거짓 경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길흉화복을 고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주장을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허위의 ‘조건적’ 해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강제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피방
안은 ‘조상천도제’ 이외의 것은 없으며, 고지된 해악의 회피는 고지자가 제시한 행위를
행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반가치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이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러한 법익침해를 피고인에게 귀책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설령 해악에 대한 영향력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의 행위는 협박행위와 동가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65)

* 주제어 : 협박, 경고, 강요, 공갈.
* 논문접수 : 2012. 8. 29.

65)

* 심사개시 : 2012. 9. 1.

* 게재확정 : 2012. 9. 14.

다만, 사안에서는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해악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묵시적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에는 ‘내가 조상천도제를 지내
면 해악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주장은 ‘내가 길흉
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
면 피고인은 자신이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경고’ 사안이 아니라 전통적인 협박 개념을 적용하여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는 사
안으로 볼 수도 있다.

협박과 경고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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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Unterscheidung von Drohung und Warnung
66)Cho,

Gi-Young*

Nach heute herrschender Lehre ist die sog. ‘Warnung’ vor einem Übel, da sie
keine ‘Drohung’ mit dem Übel sei. Der Drohende muss eigen Eifluss auf die
Verwirklichung des angekündigten Übels behaupten; andernfalls soll eine bloße
‘Warung’ vorliegen.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hof hat neuerdings sich mit dem
Verständnis von Drohung und Warnung in mehreren Entscheidungen beschäftigt. In
Bezug auf diese Entscheidungen hier wird über die Unterscheidung von Drohung
und Warnung mit Hilfe der Lehre von Handlungsunwert und Erfolgsunwert
argumentiert. Die diskutierenden Ergebnisse sind etwa folgend formuliert.
Die Darstellung der ‘Macht’ zur oder des ‘Einfluss’ auf die Verwirklichung des
angedrohten Übels enthält dabei zugleich die Erklärung des Willens, das Übel
hebeizuführen. Dieser Willenszug der Ankündigung ist ein notwendiges Moment der
Drohungsbegriffs,

das

den

Handlugnsunwert

der

Drohung

darstellt.

Der

Erfolgsunwert der Drohung bezeichnet einen doppelten Eingriff in die Freiheit des
Bedorhten, den der Täter als Freiheitsbeschränkung zu verantworten.
In redliche Warnung ersetzt die Warnung nur Selbstinformation des Bedorhten
über die bestehende Freiheitsbeschräkung. Für diese Entscheidnugslage und deren
Zwang ist der Warnende ebenso wenig verantwortlich wie für das drohende Übel.
Die redliche Warnung ist nicht eine ‘Drohung’. Die fraudulöse Warnung stellt einen
der regulären Drohung gleichwertigen, vom Täter zu verantwortenden Eingriff in die
Freiheit des Adressaten dar. Die fraudulöse Warnung ist eine ‘Drohung’.

* Key Words : Drohung, Warnung, Nötigung, Erpressung.
* Professor, Law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h. D. in Law.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