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의 성립 여부 – 권리행사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

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

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

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

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

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 -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

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

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4)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

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첨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