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임

정

호*

98)

[대상판결 1] 대법원 2008. 9. 25.선고 2008도6556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5. 6. 10.선고 2005도1373 판결
[참조판결] 대법원 1992. 7. 24.선고 92도1148 판결
[대상판결 1] 대법원 2008. 9. 25.선고 2008도655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오○○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박○○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오○○이 탑
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
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여 같은 해 12.
12. 21:50경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
망하게 된 사건이다.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 먼저 제 1 심판결1)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
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
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4. 2, 2007고합3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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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범
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
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
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판 2004. 5. 14, 2004도74),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유죄
를 선고하였다.2)
하지만 제 2 심판결3)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제 1 심판결의 양형(징
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요지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제

2 심법원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
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
구되는데, 자살방조는 그 방조범으로서의 성격상 방조 상대방의 자살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방조행위의 존재 및 이에 대한 방조 행위자의
인식에 앞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적으로
2) 한편 제 1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 이를 참
고해 볼만 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
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자살을 충동질하는 언사를
하고 분신에 이용될 수 있는 라이터를 건네주어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나 피해변제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08. 7. 9, 2008노1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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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려는 의사, 즉, 자살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른 자살행위가
있으며, 방조 행위자가 상대방의 이러한 자살의사와 자살행위를 인식하
고 위와 같은 방조행위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몸
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의사에 따른 행위
라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의사를 인식하였거나 피해자가 자신
의 몸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피해자의
자살의 결의와 그에 따른 자살행위,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자살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요지]
형법 제252조 제 2 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
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
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
고 죽겠다고 말한 것은 오○○에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 실제 자살의 결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져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
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실제로 죽을 마음을 먹고 그 자살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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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동을 실제 자살할 마음이 없이 오○○의 마음
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살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상판결 2] 대법원 2005. 6. 10.선고 2005도1373 판결
[사실관계]
2004. 2. 18.경 PC방에서 피고인 김○○은 초안을 잡고, 피고인 엄○○은
이를 보완․수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카페 게시판4)에 피고인
김○○이 가입한 아이디 명의로 ‘청산가리. 자살. 어떤 일이든 해결해 드립니
다’라는 제목하에 게시글을 게재한 것5)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
까지 사이에 5회 청산가리 판매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해 온 소외 이○○
에게 소지중인 자살에 필요한 유독물의 종류와 사용법․그 효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는 답장 이메일을 보내 조언해 준 것6)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순차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
여 위 이○○와 구체적인 청산가리 판매량․금액, 판매를 위해 만날 장소․
시간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자살 충동
을 일으켜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해 온 소외 이○무에게 답장 이메일을 보낸
4) 네이버 내 ‘자살에 관하여’라는 카페였다.
5) “청산가리 판매합니다. 청산가리는 고통이 조금 있는데 다른 약품도 판매합니다.
가시려는 분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 메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
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6) “청산가리는 잘 아시겠지만 고통이 좀 있습니다. 10초안에 끝나구요…”라는 내용
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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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7)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청산가리 판매량․금액, 판매를 위해 만날 장소․시간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
하였고, 이후 위 이○○, 이○무가 소외 손○○과 2004. 3. 9. 02:00경 여관에서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그 중독으로 각 사망하였다.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 먼저 제 1 심판결8)은 자살의 방조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
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가 자살행위의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그 방조의 방법은 묻지 않으며,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 유형적 방조와 무형적 방조를 아우르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살을 결의한 이승호, 이상무 등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청산가리 및 다른 유독물을 판
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점, 위 이승호 등이 위 게시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이에 답신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유독물인 청산가리 이외에 역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할 수 있는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
여 제공함과 동시에 청산가리에 대하여도 ‘10초안에 끝나구요’라는 그
효능에 관하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점, 이후 피고인과 위 이승호 등
은 전화로 서로 연락 취하며 청산가리 등의 판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
의 행위가 이승호 등의 자살결의를 정신적, 무형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제 2 심판결9)은 이와 달랐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자살 사이
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은, 형법 제
252조 제 2 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
7) “청산가리 5캡슐에 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이다.
8) 부산지방법원 2004. 8. 27, 2004고합188 참조.
9) 부산고등법원 2005. 2. 2, 2004노7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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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이승호 등에게 청산가리의 판매를 제
의하고 이를 위하여 전화 등을 통한 한 두 차례의 협의에 그친 행위만
으로 이승호 등에게 자살에 관한 조언을 해주어 자살을 정신적, 무형적
으로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또한 위 판매협상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살방조의 인식이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승호 등의 자살을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

적 방법으로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이다(오히려 피고인들이 인
터넷 자살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청산가리, 클로로포름 등을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가짜 클로로포름을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위
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승호는 2004. 2. 25. 6:46에 이상무에게
피고인들과의 청산가리판매 협의 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라는 취지로 전
자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판결요지]
형법 제252조 제 2 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
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
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
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변사자들은 2004. 3. 9.경 동반 자살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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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관하여’ 등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동호회)
등지에서 자살에 사용할 청산염 등 유독물의 구입처와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2004. 2. 1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카페 게시
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
고용 글을 올린 피고인 김○○와 사이에 위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
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청
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위 판매광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사자 이○○ 또한 2004. 2. 25.경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청산염
을 입수한 다음 이○무, 손○○ 등 나머지 변사자들을 그의 소재지로
불러모아 동반 자살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위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
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위 변사자들이 위 자살 관련
카페에서의 상호 교감을 통해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구체적 실행방법
만을 물색하고 있던 상황인 데다가 피고인들의 위 판매광고가 사기행
각임이 발각되기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변사자들의 자살
의 실행에 정신적 혹은 무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
록에 의하면 위 변사자들의 자살에 사용된 청산염의 효능에 대하여는
이미 위 자살 관련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위 변사자들
이 실행한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단지
가짜 청산염 판매광고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피고인들에게
위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241

것처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평

석〕

Ⅰ. 들어가는 글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서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의 해석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문제이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2개의 사건은 공히 제 1 심에서는 각각 자
살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제 2 심에서는 무죄가 선
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먼저 [대상판결 1]은 자살
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연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었는가 여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 2]도 자살방조행위와 자
살방조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 사건의 제 2
심판결에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서 자살방조행위와 자
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한 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당해 법
원의 판단을 찾을 수는 없다.
본 평석을 통하여 자살방조죄에 대한 2개의 대상판결들 사이의 공
통점을 찾아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를 검토하도록 한다. 결국 이 연구
에서는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 그리고 비록 판결에서 직접 설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자
살방조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살방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아니하는
자살자의 자살에 대하여 행위자가 자살방조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다소 특이한 형태의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자살방조
죄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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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살과 자살관여행위의 관계
1. 자살과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
국내에서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살에 관한 공식통계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지난 1988년 9.2명에서 2006년 23.0명으로 크게 증가10)하
였음을 알 수 있다.11) 또한 이와 같은 수치가 OECD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12) 이처럼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살률 자체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라면 자살에 관
여하는 행위도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자살이 형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전제에서, 타인의 자살행위에 대하
여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살관여행위를 형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에는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로마시대는 자살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
고,13) 한때 인도에서는 과부들의 자살이 칭송받기도 했으며,14) 일본에
서는 치욕을 모면하기 위하거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할복자
살을 하는 풍습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하지만 자살은 고대 아테네와
중세 종교국가적 시대의 유럽 각국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되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서는 자살자에게 일반적인 장례를 치룰 수 있는 명
예를 박탈하였다. 또한 중세 유럽의 경우 자살한 사람은 교회 묘지에
매장될 수 없으며 그의 유산은 국가가 몰수하기도 했다.15)
10) 또 다른 공식통계를 제공하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87년 19.67명에서
2004년 27.47명으로 중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박형민, “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 ―1997년~2006년 유서분석과 ‘소통적 자
살’에 관한 연구", 사회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8년 8월, 29~30쪽 참조.
12) “엉터리 자살통계, 자살률 1위가 3위로?", MBC 9시뉴스, 2009. 4. 27.
13)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위반이라는 견지에서 병사와 노예의 자살미수가 예외적
으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형국, 형법각론, 43쪽.
14) 사망한 남편을 따라 자살하는 관습을 인도에서는 ‘수티’라고 부른다.
15)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세는 1670년에 공포한 법령을 통하여 자살자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 길거리에 끌려 다니게 하였으며, 사체를 쓰레기 더미에 매달
거나 던졌고, 재산도 몰수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Durkheim, Suicide, 1997(r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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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살이 종교적으로는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자살행
위를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16) 생명권과 함께 자살권(특히 안락
사의 경우)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7) 이렇게 자살을 처벌하

지 않게 된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 내지는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
되면서 신의 권위로부터 인간의 해방이 강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 생명관의 입장에서 생명은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서 자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인정하
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18) 그러나 이에 대해 비록 자
기 생명일지라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의
되며, 생명의 포기를 다른 법익의 포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근거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포기에서 찾는 것보
다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하지
않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19)
우리형법도 자살행위 자체는 물론 자살미수도 처벌하지 않고 있
다.20) 따라서 자살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형식적 근거는 형법이 이에
p. 327 참조.
16) 영국의 경우 1961년 이후 자살 자체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1961년 이전에는 자살
자의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 第 4 版 22
쪽; 林幹仁, 刑法各論, 28쪽 참조. 또한 미국의 경우 자살 자체를 처벌하도록 했던
주로는 1963년 이전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
마 등이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성문법은 폐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 자살은 이른바 ‘보통법상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에 관하여는 RobertⅠ. Simon(MD)․James L. Levenson(MD)․Daniel W.
Shuman (JD), “On Sound and Unsound Mind: The Role of Suicide in Tort and
Insurance Litig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005, p. 176 이하 참조.
17) 박상기, 형법각론 제 7 판, 38쪽.
18) 이재상, 형법각론 제 5 판, 34쪽; 김주덕, “자살관여죄", 시민과 변호사, 2006년 12
월호 참조.
19) 배종대, 형법각론 제 6 전정판, 90쪽. 더 나아가 이 견해는 “타인의 생명존중의 전
제가 되는 자기의 생명존중을 무시한 행위는 형법이 승인하기 힘든 자유의 남용”
이라고 하면서, “형법은 자살을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생각 같아서는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한다.
20) 성낙현,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비교형사법연
구 제 6 권 제 2 호,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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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1) 한편 자살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첫째, 구성요건해당
성이 없다는 견해, 둘째, 위법성이 없다는 견해, 셋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하지만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사람’을 타인에 한정하여야 하고, 자살의 경우에 보호할 법익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은 아니므로 자살행
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해야 한다.22)
자살 그 자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며 따라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생명유지의 의무를 부과한
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다. 따라서 자살 자체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만이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한다.23)
따라서 비록 자살 그 자체를 형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본인 자신이 자살하는 것과는 달
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살에 관
여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불가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4) 즉 자살방
조행위는 타인의 생명침해를 촉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25) 사람의 생
명은 그 사람의 생존의사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법익이
므로26)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비록 자살관여행위라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자살방조 등 자살관여행위의 불법은 불가벌적인
21) 배종대, 앞의 책, 89쪽.
22)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 7 판, 38쪽; 박상기, 앞의 책, 38쪽; 배종대, 앞의 책,
89쪽; 이재상, 앞의 책, 34쪽; 이형국, 앞의 책, 44쪽.
23) 이상 성낙현, 앞의 논문, 419~420쪽.
24) 이재상, 앞의 책, 35쪽; 이형국, 앞의 책, 45쪽; 김주덕, “자살관여죄", 시민과 변
호사, 2006년 12월호 참조.
25) 이형국, 앞의 책, 45쪽.
26) 이재상, 앞의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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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행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살인에 관여하는 살인방조 등의 그것보
다 훨씬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형도 살인방조 등에 비하여 훨
씬 가볍게 되어 있다.27)
한편 일본의 경우28) 자살방조죄를 비롯한 자살관여행위의 처벌근거
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의 후견적 배려, 혹은 이른바 패터널리즘(paternalism)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 본인을

위하여(혹은 본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제재를 가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 본인이 연소자, 정신장해자의 경우
에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성숙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일견 자기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에 간섭하는 것에는 경계를 요한다고 한다.29)

2. 자살방조죄의 입법례
그렇다면 비록 자살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아니하여도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인가? 우리
형법이 자살 그 자체를 범죄로서 처벌하지 아니하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등의 경우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구
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27) 이형국, 앞의 책, 45쪽.
28) 일본에서는 대략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제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1설로
생명은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로 귀중한 법익이므로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제 2 설로 자기결정권
은 생명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생명을 포기한 경우에는 위법
하지 않지만, 하자있는 의사(강제, 착오, 정신장해 등으로)에 기초하여서 포기한 경
우에 타인이 관여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본죄는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라
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다. 제 3 설로 생명에 관해서도 자기결정권은 미치지만 완
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생명을 포기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는 전제에 서서 본죄의 보호법익을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단념하고, 생명에 있
어서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의 경우)을 불법내용으
로 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林幹人, 刑法各論, 28~29쪽 등 참조.
29) 林幹人, 刑法各論, 30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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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살 그 자체를 형법에 의하
여 규율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방조죄 및 자살교사죄가 형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3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 형법은 제252조 제 2 항에서 “사람
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31) 그리고 일본의 경우 형법 제202조(자살관여 및 동의살
인)에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32) 또

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 제78조에 자살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으며, 스위스의 경우 형법 제115조에 자살관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33) 그리고 영국34)과 미국의 일부 주35)에서도 자살관
여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36)

30) 이형국, 앞의 책, 43쪽.
31)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행위를 총 31건 접수
하여 이 중 13건을 기소한 바 있다. 2008년 검찰연감, 720쪽 참조.
32) 일본의 경우 자살방조는 2004년 한 해 인지건수가 31건, 기소되는 자가 32명, 불
기소되는 자가 1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
第4版, 東京大學出版會, 9쪽 참조.
33) 스위스의 경우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관여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된 것은 총 7건에 불과하며, 그 중 1976년과 1993년에 각각 2건의 유죄판결이 선고
된 것을 알 수 있다. Christian Schwarzenegger, Basler Kommentar Strafrecht Ⅱ
Art. 111~392 StGB, 2. Auflage., Helbing Lichtenhahn Verlag, Art. 115. 참조.
34) Suicide Act 1961, c. 60, § 2. 영국의 경우 1961년 이후 자살 자체는 처벌되지 아
니한다. 1961년 이전에는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前田
雅英, 刑法各論講義 第4版 22쪽; 林幹仁, 刑法各論, 28쪽 참조.
35) California Penal Code § 401; Connecticut Gen. Stat. Ann. § 53-A-57; Wisconsin Stat. Ann. § 940. 12.
36) 미국에서는 Glucksberg 판결과 Quill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이 죽을 권리, 또
는 자살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어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따라
서 자살조력 등 자살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각 주의 법령은 합헌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한
국형사법학회, 1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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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1. 자살방조행위
(1) 일 반 론
자살방조죄는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는 통설인 제한종속형식 뿐
만 아니라 여하한 종속형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자살행위에 대한 방조를 처벌한다는 것은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므
로,37) 불가벌적인 자살자의 공범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처벌
규정을 둔 것으로 보게 된다. 반면에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독자적
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공범독립성설에서는 자살방조행위 그 자
체가 이미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우리 형법이 공범종속성설
을 취하지 않고 공범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이
규정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38) 형법상 자살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
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생명권에 대한 법익주체의 자기결
정권과는 무관한 행위이다.39) 형법이 자살자의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그러므로 자살방조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구성요건(혹은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아야 한다.40)

즉 자살방조죄의 법적 성격은 형법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자살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의 종속성설에 따른다면 자살의
공범은 처벌불가능하지만,41) 타인의 생명단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여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 여
37) 이형국, 앞의 책, 45쪽.
38) 이형국, 앞의 책, 45쪽.
39) 박상기, 앞의 책, 38쪽.
40)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9쪽; 박상기, 앞의 책, 38쪽; 배종대, 앞의 책, 90쪽;
이재상, 앞의 책, 35쪽; 이형국, 앞의 책, 45쪽;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보정, 41쪽.
41) 전지연, “간접정범의 기본구조와 자살참가에서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 6 호
(1993. 12),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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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총론상의 공범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독
립된 구성요건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42) 그러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
(형법 제31조와 제32조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43)
이러한 자살방조죄의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자
살자 본인은 해당될 수 없다.44) 또한 자살방조행위의 객체인 자살을 결
심한 자45)는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유아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정신병자 등)는 자살방조행위의 객
체가 될 수 없다.46)
(2) 구체적 행위
형법 제252조 제 2 항은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라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살은 자살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살방조
죄의 행위는 방조, 자살방조행위 그 자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방조
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주
는 등 자살을 촉진하는 행위를 말한다.47) 이 점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
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자살의 교사와 구별된다. 그
런데 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가 널리 타인의 자살행위에 관여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48)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자
살행위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는 한 주변인물의 관여행위는
별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방조죄를 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
는 점이 있다. 즉 예를 들어 자살을 기도하려는 친구에게 ‘부디 좋은
42) 성낙현, 앞의 논문, 441쪽.
43) 박상기, 앞의 책, 38쪽; 이재상, 앞의 책, 35쪽.
4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9쪽; 이재상, 앞의 책, 35쪽; 이형국, 앞의 책, 46쪽.
45) 본래 우리형법의 정부초안은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케 한 자라고 규
정하였으나 현행형법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660쪽 참조.
46) 박상기, 앞의 책, 40쪽; 배종대, 앞의 책, 90쪽; 오영근, 형법각론, 46쪽; 이재상,
앞의 책, 35쪽; 이형국, 앞의 책, 46쪽; 임웅, 앞의 책, 42쪽. 다른 견해로는 김성
천․김형준, 형법각론 제 2 판, 50쪽.
47)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51쪽;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9쪽; 박상기, 앞의 책,
39쪽; 배종대, 앞의 책, 90쪽.
48)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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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가라’라는 인사말을 한 것이 자살방조죄로 평가된다면 이는 불
합리할 것이다.49) 결국 자살방조죄에 관하여 비록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사 또는 방조의 의미까지 총칙상의 그것과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총론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50) 한편 여기서 자살방조행위는 직접
자살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51)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살방조행위로는 어떠한 행위들을 거론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촉진하는 행위이므로 자살의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해 주거나, 혹은 사실
의 실행을 쉽게 해주어야 한다.52) 따라서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자살방조행위에는 자살도구
를 제공하거나 자살방법을 알려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53) 결국 그
방법은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 혹은 타인이 자살함에 있어서 총이
나 독약 등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유형적 방조와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기술적 조언이나 정신적 격려를 해주는 무형적 방조를 포함한
다.54)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행위에 대하여 먼저 [대상판결 1]의 경우,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
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
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
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판결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판결 2]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49) 이정원, “자살관여행위와 정범․공범이론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제 5 권 제 1
호, 227쪽.
50)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51쪽; 박상기, 앞의 책, 39쪽; 이재상, 앞의 책, 36쪽; 이
형국, 앞의 책, 46쪽; 이정원, 앞의 논문, 225쪽.
51) 박상기, 앞의 책, 39쪽.
52)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51쪽.
53) 박상기, 앞의 책, 39쪽.
54) 배종대, 앞의 책, 90쪽; 오영근, 앞의 책, 47쪽; 이재상, 앞의 책, 36쪽.

250 刑事判例硏究

다. 물론 여기서의 ‘라이터 제공행위’와 ‘죽어라’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적어도 자살에 대한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 1]이 인용하고 있는 [대상판결 2]를 검토해 보
면, 이 판결이 자살방조행위에 관하여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대
법원의 판시사항 중에서 자살방조행위 부분에 관한 판시내용55)을 그대
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대상판결 1]의 사실관계56)를 보면, 그간의 정황으로 보아 과
55) 대판 1992. 7. 24, 92도1148 참조.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따르
면 자살도구인 총, 칼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
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자살방조행위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살자를 위한 유서대필행위의 경우 자살한 사람
이 문맹이 아니므로 유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어서 유서를 대신
써 주는 것이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 견해는 또한, 행위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분신자살하는 이유를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상황이므
로 다른 사람이 유서를 대필해준다고 해서 자살의 명분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
도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하여는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51쪽.
56) 이에 관하여 제 2 심판결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07년 3월경 오○○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오○○이 새
로운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있었음에도 오○○을
잊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까지도 오○○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교제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2007. 9. 24.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
지 친구인 김성훈과 술을 먹으면서 주로 오○○과 헤어져 괴롭다는 심정을 이야기
하였을 뿐 오○○과 헤어진 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말은 일체 하지 않았고,
김성훈 역시 오○○을 그만 잊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였을 뿐이다. ③ 피해
자는 오○○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에도 여러 차례 오○○을 찾아와 “나
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오
○○을 만나려고 PC방으로 와서 김성훈이 불러낸 오○○을 만나자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흔들면서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
라”라고 하였고, 오○○이 이를 말리다가 휘발유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쏟아
진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휘발유는 김성훈이 오○○을 불러내기 위해 PC방으로 들
어간 사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를 본 오○○이 ‘맘대로 하라’고 하며 PC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오○○을 찾아 PC방으로 들어갔
고, 피해자가 PC방에 들어오는 것을 본 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몰래 PC
방을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으나, 피해자가 뒤쫓아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
고 “죽어버린다,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였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담
배와 라이터를 김성훈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담배와 라이터가 휘발유에 젖
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고 진
행을 방해하자 승용차를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붙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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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행위자의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자살자는 유언을 작성하거나 구술한 바 없
으며, 지인 등에게 ‘죽겠다’고 말한 바도 없다. 심지어 사건 당시 휘발
유에 젖을 것을 우려하여 라이터를 친구에게 맡긴 사실도 있다. 즉 이
러한 여러 가지 자살자의 행위로 보아 자살자는 처음부터 자살의 의사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행위가 애초에 자살을 결
심한 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자살방조의 고의
대상판결들을 살펴보면, 자살방조행위에 관한 판시를 하면서 아울
러 자살방조의 고의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는 이러한 고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고의를
포함하는 이른바 성향개념(Dispostionsbegriff)이 사람의 내심에 속하는
사실들이어서 행위자의 내심에 대한 직접적 관찰이 아닌 우회적 추론
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7)
학설에 의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자살을 결심한 타인
을 정신적․물질적 원조 등을 통하여 돕겠다는 인식과 의욕을 포함하
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58)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의는 어떤 사람이 자살
피해자에게 “죽는 것이 그렇게 쉽냐, 그냥 가라”고 하면서 타이르다가 피해자가 말
을 듣지 않자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주었다. ⑧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넨 라이터를 주워
들고 3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⑨ 피해자가 휘발유를 구입하여 몸에 뿌린 이유는
오○○에게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김성훈 역시 피해자
가 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몸에 휘발유를 뿌렸던
것이지 실제 자살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라이타를 던
져 주기 이전에 피해자가 유언을 남기는 등 진지하게 자살을 결의한 흔적이 없다.
57) 이상돈, “법률적 삼단논법의 인식론적 오류", 고려대 안암법학 제 3 집, 1995년, 25
쪽 참조; 배종대, 형법총론 제 7 판, 197쪽.
58) 박상기, 앞의 책, 40쪽; 배종대, 앞의 책, 92쪽;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 2 판,
41쪽. 이에 반하여 자살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피방조자가 자살한다는 인식만을 요
구하는 견해로는 백형구, 형법각론 개정판,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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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인식과 의지를 포함한다거나59) 혹은 자살을 방
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자살방조행위에 의하여 자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라도
충분하다고 한다.60)
먼저 [대상판결 1]은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
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는데,61) 이를 통하여 역시 자살방조
의 고의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대상판결 2]를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죽겠다고 말한
것은 오○○에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 실제 자살의 결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던져 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실제로 죽을 마음을 먹고 그 자살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
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도 피
해자의 행동을 실제 자살할 마음이 없이 오○○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
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
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대상판결 1]은 피고인의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를 밝힘에
있어서 자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을 하나의 표지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참고로 총칙상 방조범의 고의에 관하여 판례는 “정범에 의하여 실
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
적 고의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62) 또한 살인죄에 있
59)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52쪽.
60)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1쪽; 오영근, 앞의 책, 47쪽; 이형국, 앞의 책, 49쪽.
한편 단순히 자살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견해로는 오영근, 앞의 책, 47쪽.
61) [대상판결 1]은 [대상판결 2]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62) 대판 2005. 4. 29, 2003도6056; 대판 2004. 6. 24, 2002도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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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대법원은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
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
면 족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63)
결국 대법원은 일부 다른 범죄에 있어서의 고의와 유사하게, 자살
방조의 고의에 있어서 의지적 요소보다는 인식과 예견가능성을 강조하
고 있는 듯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조의 고의는 자살방
조의 인식과 자살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자살을 결심한 타인을 정신적, 물질적 원조 등을 통하여
돕겠다는 인식과 의욕을 포함하는 고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의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인식과
의지를 포함한다거나 혹은 자살을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자
살방조행위에 의하여 자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등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대상판결 1]과 관련, 제
1 심법원이 자살방조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지적 요소를 고려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64) 즉 이 사건의 제 1 심법원은, 제 2 심법원과
대법원이 ‘인식’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살방조죄의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인식’은 물론 ‘용인’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 1]의 제 2 심
법원과 대법원은 적어도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의 판단에 있어서 가
능성설(혹은 인식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65)
63) 대판 2000. 8. 18, 2000도2231. 이와 같이 살인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을
강조하며 가능성설(혹은 인식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판
2001. 9. 28, 2001도3997; 1998. 6. 9, 98도980 등 참조.
64) 제 1 심법원은 대판 2004. 5. 14, 2004도74를 인용하면서, “용인”과 “인식”을 미필
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 1 심법원은 두 요소를
모두 미필적 고의의 요소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고 있다.
65) 가능성설(혹은 인식설)에 가까운 대법원의 판결들로는 대판 2000. 8. 18, 2000도
2231; 2001. 9. 28, 2001도3997; 1998. 6. 9, 98도980; 1994. 3. 22, 93도3612; 1994. 12.
22, 94도2511 등 참조. 최근의 판례의 태도가 미필적 고의에 의지적 요소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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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시 [대상판결 1]의 사실관계를 살펴보
면, 피고인과 자살자 사이에 오고 간 언동 및 행동, 그리고 주변 사정
등을 보았을 때, 과연 피고인에게 자살자에 대한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
었는지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의 사정
및 오고 간 언동 등으로 보았을 때,66) 피고인에게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대한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상호간 자존심 싸움의
일환으로67) 언쟁을 벌이다가, 행위자가 라이터의 제공행위와 더불어
‘죽어라’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가 처음부
터 자살의 의사가 없었던 자살자에게 자살을 결의케 하려는 진지한 인
식과 의사로서 행하여져 자살교사의 고의라고 해석되기에도 부족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간 행위자의 행위들을 고려하였을 때, 행위자는
자살자가 진실로 자살을 결행하기를 바라면서 라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살을 결행하지 않을 것임을 인
식함은 물론이고 자살행위로 나아가기를 진지하게 바라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살자가 협박행위에 가까운 언동과 행위를 하였고, 그간 몇
차례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등을 만나러 온 자살자의 행위
및 기타 그간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를 진지한 자살의 결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대수롭지 아니하
게 판단한 채)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소지

하고 있는 라이터를 제공한 행위로부터 행위자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대상판결 2]의 경우를 검토해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된다고 밝혀 인용설보다는 가능성설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견해들로는 배종대, 형법
총론 제 7 판, 205쪽;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
[10], 형사판례연구회편, 42쪽 참조.
66) 이에 관하여는 각주 56 참조.
67) 참고로 이를 일종의 ‘치킨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
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이다. 국제정치학
에서 사용하는 게임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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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2]의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에 관한 주요 판시사
항은 [대상판결 1]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
결 2]의 경우, 단지 가짜 청산염 판매광고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
고자 한 피고인들에게 위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자살사이
트회원으로서 자살을 결심한 이승호 등을 상대로 청산가리, 클로로포
름 등을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가짜 클로로포름을 판매하여 금전적 이
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승호 등의 자살을 도와줄 목적으로 하
였던 것은 결코 아니며, 위 판매협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살방조의 인식이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는 부분적으로도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대한 자살방조행
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얻
기 위한 인식과 의사 정도(즉 사기죄의 고의 정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Ⅳ.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와 자살방조죄의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 필요성
대상판결들은 모두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살방조행위와 고의 존재여부 및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 2]의 원심판결에 해당하는 부산고등법원
(제 2 심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항소이유로서
자살방조행위와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제 2 심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행하지 아니
한 채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되었음이 분명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규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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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68) 특히 [대상판결 2]의 사실관계를 보면 과연 자살이라는 결
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본
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를 추정하되, 그러한 고의
가 실제 존재하였는가에 관하여 대상판결들과 같이 하급심과는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자살방조죄와 같은 결과범에 있
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도외시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적어도 행
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
히 자살방조죄가 미수범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대상판결들이 행위자의 자살방조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살관여행
위의 증가가능성 및 이에 따른 자살관여행위의 다변화 가능성을 염두
에 두면서, 이에 대한 고찰을 간략하게나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살방조행위의 인과관계는 자살방조죄가 자살
‘방조행위’를 그 행위로 요구하고 있는 점으로 말미암아 총칙상 방조범
의 인과관계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추
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2. 총칙상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기준과의 구별 필요성
먼저 총칙상 방조범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과관계불
요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69) 이에 반하여 공범의
처벌근거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야기 또는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정범
의 범죄행위에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총칙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의 경우에
도 방조행위와 정범의 결과 간에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
다는 필요설이 있다.70) 한편 방조범의 경우 정신적 방조행위에도 인과
68) 박상기, 형법총론 제 8 판, 89쪽 참조.
69) 대판 1986. 12. 9, 86도198.
70) 배종대, 형법총론 제 7 판, 568쪽; 이재상, 형법총론 제 7 판, 489쪽; 이형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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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방조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는 기회증대설의 입장도 있는
데, 이 견해에 따르면 방조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절대적 제약관계라
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변형된 인과관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71)
그런데 형법에는 방조행위가 정범종속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 구성요건행위로서 인정된 경우가 있다. 대상판결들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살방조죄나 형법 제98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간첩방조죄 등이 그러하다. 이들 구성요건은 행위방
법이 방조행위일 뿐 실질적으로는 방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범행위
로서 독립적 구성요건이라고 해야 한다.72) 즉 자살방조죄를 비롯한 자
살관여행위는 총칙상의 방조범과는 달리 관여행위의 대상이 될 정범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비록 문언상으로는 ‘방조’라는 단어를 사
용하고 있지만, 형법각칙상 자살방조죄는 형법총칙상의 방조범과는 별
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자살관여행
위의 가벌성 여부는 총론상의 공범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라 하나의 독립된 구성요건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73) 따라서 여기
서의 인과관계는 “(총칙상) 방조의 인과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각칙상
독립적 구성요건인 정범으로서의) 자살방조죄의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자살방조죄의 경우 자살이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
지 아니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총칙상의
방조범과 동일한 접근방법으로 이해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총론 제 4 판, 317쪽; 이용식,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형사판례연구
[9], 형사판례연구회편, 225~227쪽.
71) 박상기, 앞의 책, 456쪽.
72) 박상기,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형사판례의 연구Ⅰ,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
집 간행위원회 편, 2003년, 655쪽. 이에 따르면 특히 형법상 간첩방조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간첩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과 형법 제32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정범종속적 방조범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1986. 9. 23, 86도1429)를 그 근거들로서 지적
하고 있다.
73) 성낙현, 앞의 논문,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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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인과관계는 ‘방조범의 인과관계’라기 보
다는 ‘자살방조행위의 인과관계’라 하겠다. 이러한 정범행위로서의 방조
행위가 어느 정도의 인과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
의 논의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74) 그러나 정범성을 갖기 위한 행위라
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범종속적 방조행위, 즉 총론상의 방조행위보다
높은 인과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살행위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살용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살방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행위 등이 이러한 인과성을 갖춘 행위들이
라고 한다.75)
인과관계의 해석을 엄격히 행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할 가능성
이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방조죄의 인과관계 해석을 총칙상 방조행위의 인
과관계 해석과 동일한 척도로 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 2]에서 대법원은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제 2 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
인 측 변호인은 자살방조행위와 자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하였다. 즉 자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산가리
를 구입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전자메일․전화 등으로 마지
막 연락을 주고받은 때로부터 무려 보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곳에서
구입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이승호 등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에 대한 제 2 심판결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도 인과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상판결들을 통하여 우리 법
원이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자살방조죄의 인과관계에 대해 하나의 정
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총칙상 방조
74) 박상기, 앞의 논문, 655쪽.
75) 박상기, 앞의 논문, 6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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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
된다.

3. 소

결

판례가 총칙상 방조범의 인과관계를 불요설에 가까운 태도로 해석
한다면, 자살방조죄의 경우 독립된 정범으로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
다. 따라서 자살방조행위와 자살방조에 대한 고의에 관한 판단과 함께
자살방조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 때 총칙상 방조범과 같이 방조적 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어떤 면에서든지 기
여했는가와 같은 판단보다는, 하나의 정범으로서 자살방조행위 없이 자
살자에 의한 자살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방조죄의 인과관계에 있어
서, 일부 견해는 자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문제되는 행위는 자살방조행위가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시도행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6) 하지만 이 견해를 따를 경우 행위자의 자살방조행
위 이후의 자살자의 자살시도행위에 따라 가벌성이 좌우된다는 불합리
한 점이 문제이다. 아울러 자살방조죄는 하나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자살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범의 행위 대신
자살자의 자살시도행위에 주목하려는 점은 의문이다. 결국 자살방조행
위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77) 이러한 인과관계가 결
여된 경우 자살방조의 미수범이 성립될 것이다.78)

76) 아울러 이 견해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방조행위는 자살자의 자살실현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정원, 앞의 논문, 226~227쪽.
77)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0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 6 전정판, 90쪽; 오영근, 앞
의 책, 47쪽; 이형국, 형법각론, 47쪽.
78)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0쪽; 손동권, 형법각론 개정판, 27쪽; 이정원, 형법각
론 제 3 판,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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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각각의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은 행위자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음
을 인정하였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이를 부정하여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자살방조죄의 행위와 고의에 관한 척도를 부분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두 개의 대상판결들이 모두 자
살방조의 고의를 부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두 번째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자살방조행위와 자살자의 자
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살방조죄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본죄가 형법각칙상 특별
히 규정된 독립적 성격의 구성요건으로서 총칙상 방조범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종속될 정범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
가 정범의 형태인 범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행위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살방
조죄의 성립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자살자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와 주
관적 인식 및 의사에 관한 판단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개입가능성이 크므로 결론을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결코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의 심각성 및 사회적 파장에 집착하기보
다는, 자살자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와 주관적 인식 및 의사에 관한 판
단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관한 검토를 더하여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를 냉정하고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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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Strafbarkeit der Beihilfe zum Selbstmord
Lim, Jung-Ho*

7 9)

Während die beiden jeweiligen Gerichte der ersten Instanz den
Vorsatz der Täter zur Beihilfe zum Selbstmord bestätigten, lehnen
der höhere und Oberste Gerichtshof Koreas(Supreme Court of Korea)
diesen ab.
Der Oberste Gerichtshof erläuterte die Definition der Tat und des
Vorsatzes zur Beihilfe zum Selbstmord. In beiden Urteilen wurden die
jeweiligen Täter freigesprochen, da der Entschluss zur Beihilfe, also
der Vorsatz, verneint wurde. Nach meiner Ansicht ist allerdings zu
prüfen, ob eine Kausalität zwischen dem Akt der Beihilfe und dem
Selbstmord selbst besteht, wie es der Verteidiger des Angeklagten im
zweiten Urteil behauptete.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Strafbarkeit der Beihilfe zum
Selbstmord ist zu beachten, dass dieser Tatbestand nicht unter die
Beihilfe, die im allgemeinen Teil des Strafgesetzes aufgeführt wird,
fällt, sondern einen strafrechtlich gesondert definierten, eigenen Tatbestand darstellt. Wer einem Selbstmord beihilft, macht sich zum
Täter. Die Selbsttötung an sich ist hingegen straffrei.
Bei der Beurteilung der Strafbarkeit der Beihilfe zum Selbstmord
stehen drei gesondert zu prüfende Aspekte in engem Bezug : der
tatsächliche Akt des Täters gegenüber dem Selbstmörder, das subjektive Wissen des Täters und das Subjektive Willen des Täters.
Hierbei ist allerdings nicht auszuschließen, dass es zu unterschiedlichen

Ergebnissen

kommen

kann,

da

eine

Beurteilung

immer

* Associate Research Fellow/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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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ktive Wertvorstellungen beinhaltet.
Meines Erachtens sollten nicht nur die drei Punkte Tat, Wissen
und Willen separat geklärt werden, sondern es müsste außerdem die
Kasualität festgestellt werden, um eine noch strengere Überprüfung
der Strafbarkeit der Beihilfe zum Selbstmord vornehmen zu können.
Dies gilt nicht nur für die zwei Urteile, sondern auch für alle zukünftigen Fälle der Überprüfung der Mitwirkungen am Selbstmord,
um so den straffreien Bereich der Hilfe zum Selbstmord noch weiter
zu vergröß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