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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죄수론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Theodor Hildebrandt, The Murder of the Sons of Edward IV 

1835. Oil on canvas, 150 × 175 cm 

!

!

강의목표

죄수론에서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 한 명씩 죽이는 것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4강까지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부터 차

근차근 보시면, 죄수론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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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적이 강할수록 차지한 승리도 크다. - William Shakespeare 

죄수론이 다루는 문제 

개 념  

죄수론에서 '죄수'란 감옥에 있는 죄수(prisoner)가 아니라 죄의 개수(number of the crimes)

를 말합니다. 

사 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런데, 2명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점화했다고 합시다. 

1. 사람 2명을 죽이고, 

2. 자동차를 폭파하고, 

3. 죽은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타 버리게 만들고, 

4. 근처에 있던 행인 1명도 다치게 만들었다면 어

떨까요? 

문 제 점  

이 경우 다음 문제 등이 생깁니다. 

1. 죄가 몇 개냐(number)? 

2. 그 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relationship)? 

죄수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죄수론의 의의 

형 벌 론 과 의  연 결 고 리  

이러한 죄수론은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punishment)을 가할 수 있느냐, 가해야 하느냐 등 문

제와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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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제 시  

1. 한 번의 교통사고로 1명을 죽게 하고 동시에 1개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와, 

2. 첫 교통사고로 1명을 죽게 만든 뒤, 얼마 뒤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서 1개의 자동차를 파

손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 례 의  처 리  

1. 위 두 경우를 똑같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와 도로교통법위반죄라는 2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 두 개의 죄가 서로 다른 관계

(relationship)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즉, 죄와 죄 사이의 관계에도 어떤 종류(variety)가 있다는 말이지요. 

3. 이에 따라 가령 어떤 사람이 징역을 최소 6개월 살 수도, 최소 3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수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규정 
형법은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5절 경합범 아래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경합범 및 상상적 경

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수론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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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죄수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위와 같이 비록 4개뿐이지만,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강

의인 형벌론도 그렇겠지만, 오늘 강의인 죄수론 역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결론 
1.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 조항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오늘 강의에서는 편의상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5절 경합범(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

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

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

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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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개관 
Overview of the Numbering of the Crime!

만물의 근원은 수다. - Pythagoras 

일죄와 수죄 
죄수로는 일죄(singular crime)와 수죄(plural crime)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죄는 죄의 수

가 1개, 수죄는 죄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말하지요. 상식적입니다. 

일죄  

일죄는 어떤 행위(action)로 1개의 구성요건(corpus delicti)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

죄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단순일죄(simple-singular crime): 1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

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을 터뜨려 1명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단순일죄입니다. 

2. 포괄일죄(inclusive crime): 수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차례에 걸쳐 폭탄을 터뜨려 끝내 1명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포괄일죄입니다. 

대법원 1965.9.28 선고 65도695 판결

살해할 목적으로 1964. 8. 29. 및 같은해 9. 30. 두차례에 걸처 그 예비행위를 하고 드디어 같은해 10. 2. 동인

을 살해한 것이며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생략> 1개의 살인기수죄

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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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죄  

수죄는 어떤 행위로 2개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죄는 다시 다음과 같

이 나눕니다. 

1. 상상적 경합(concurrent crime): 1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을 터뜨려 동시에 3명을 죽였다면, 3개의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

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2. 실체적 경합(several crime): 수개의 행위로 각각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

다. 예를 들어, 폭탄을 3번 터뜨려 한 번에 한 명씩 죽였다면, 3개의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

들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실체적 경합을 짧게 '경합'이라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일죄와 수죄의 구별 

구성요 건 적  평가  

어떤 구성요건(corpus delicti)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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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의  측면  

보호법익(benefit and protection)이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합니

다. 가령,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같은 구성요

건의 범죄가 수회 이루어지고 있다면, 침해하는 보호법익이 몇 개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피해자별로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수죄로 인정한 사례 

2. 보호법익이 공중의 신뢰이므로, 수차례의 행위를 일죄로 인정한 사례 

소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

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

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1개의 구성요건 수개의 구성요건

1개의 행위 단순일죄 상상적 경합

수개의 행위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

죄수 일죄 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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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사소한 것들로 좌우돼서는 안 된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의의 

개 념  

법조경합(competition of the provision)이란, 어떤 행위가, 

1. 외견상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 실제로는 1죄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두고 법조항들끼리 다퉈 그 중 하나를 적용하므로, 법조경합이라 합니다. 

사 례  

가령,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1. 살인죄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2. 피해자 옷이 칼에 찢기고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해당할 듯하네요. 

3. 그리고 피해자가 심장이 멎기 전까지는 살아 있었으므로, 상해죄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범죄들은 성립하지 않습니

다. 살인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경합을 해 결국 살인죄만 적용되지요. 이

럴 때 '살인죄, 재물손괴죄, 상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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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법조경합이 있는 행위는 단순일죄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살인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합니다. 

구별  

1. 포괄일죄와의 구별: 1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

은 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2.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수죄이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에 

1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상상적 경합과의 구별: 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수죄이

고, 포괄일죄는 1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종 류  

법조경합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관계: "특별법(the special)은 일반법(the general)에 우선한다." 

2. 보충관계: "기본법(the primary)은 보충법(the subordinate)에 우선한다." 

3. 흡수관계: "전부법(the complete)은 부분법(the incomplete)을 폐지한다." 

특별관계 

개 념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나아가 특별한 요소까지 구

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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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는, 

1. 살인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지닌 채, 

2. 나아가 피해자가 직계존속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  

1. 특별규정(the special)만 적용되고, 

2. 일반규정(the general)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지  

입법자가 가령 존속살해죄를 만들 때 굳이 "존속살해죄가 성립할 때는 따로 살인죄 규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common 

sense)에 맞기 때문에 문구를 생략한 것입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입니다. 

기본적  구성요 건 과  그 에  대한  가 중·감 경 적  구성요 건 의  관 계  

1. 기본적 구성요건: 살인죄 

2. 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 

기본범 죄 와  결 과 적  가 중 범 의  관 계  

1. 기본범죄: 상해죄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다.]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반대로 일

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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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은 형사법 입문 제2강: 구성요건론 중 "결과적 가중범" 부분을 참조하세요. 

기본범 죄 와  결 합 범 의  관 계  

1. 기본범죄: 강도죄, 강간죄 

2. 결합범: 강도강간죄 

•결합범(combinative crime)이란, 여러 범죄의 각 구성요건요소를 1개의 구성요건으로 결

합시켜 일죄로서 규정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협박죄와 절도죄를 결합해 

강도죄, 강도죄와 상해죄를 결합해 강도상해죄 식으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일반 형 법상  범 죄 와  특 별 형 법상  범 죄 의  관 계  

1. 일반형법상 범죄: 주거침입죄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

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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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형법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여 러  법 령상  범 죄  사 이 의  관 계  

1. 일반규정: 관세법위반죄[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2. 특별규정: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도 일반·특별 관계입니다. 

보충관계 

개 념  

어떤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와의 관계상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

시 특별관계의 경우와 비슷한 취지에서 법조경합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

건, 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

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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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기본규정(the primary)만 적용되고, 

2. 보충규정(the subornat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비·음 모 ,  미 수 ,  기 수 의  관 계  

예비행위에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면 예비·음모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과

발생까지 있다면 미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비·음모, 미수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개념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1. 예비(preparation)란 범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2. 음모(plot)란 2인 이상이 범죄실행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수(attempt)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종 범 ,  교 사 범 ,  정 범 의  관 계  

교사범으로 될 경우 그 범죄의 종범으

로는 되지 않고, 정범으로 될 경우 그 

범죄의 교사범이나 종범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종범, 교사범, 정범에 관해

서도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역시 

개념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1. 종범(facilitation)이란 타인의 범

죄를 도와준 경우,  

2. 교사범(solicitation)이란 타인이 

없던 범행결의를 갖게 한 경우, 

3. 정범(principal)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를 각각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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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범 과  작위 범 의  관 계  

부작위법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수관계 

개 념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떤 범죄(전부법 또는 흡수법)가 성립하면서 다른 

범죄(부분법 또는 피흡수법)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효과  

1. 전부규정(the complete)만 적용되고, 

2. 부분규정(the incomplet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가 벌 적  수 반 행 위  

어떤 범죄에 가벼운 범죄가 따라온다면 합시다.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보통은 그 가벼운 범죄

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가령,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2. 그 카드사용시 매출전표에 타인 명의로 서명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등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판결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

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중략>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

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5강  죄수론                                                                                                14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불가 벌 적  사후행 위  

범죄로 획득한 이익을 사용, 처분하는 행위가 별개의 가벼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미 그 불법이 주된 범죄로 인해 완전히 평가됐다면, 별도로 그 가벼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가령,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했다 합시다.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2. 그러나 나아가 따로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생략>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

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한다. 그리]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

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

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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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Inclusive Crime!

����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의의 

개 념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inclusive)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성립요 건  

1. 범의의 단일성,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방법의 동일성 

2. 수개 행위의 구성요건 동일성 

효과  

행위 모두를 포괄해 1죄(singular)로 인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58 판결

포괄1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

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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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1. 법조경합과의 구별: 1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2.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수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은 수죄이

고 포괄일죄는 1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상상적 경합과의 구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에 수죄이고,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에 

1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합범 
결합범(combinative crime)이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이 결합한 범죄입니다. 가령, 강도가 강도의 기

회에 강간까지 하면 포괄하여 강도강간죄 1죄가 성

립합니다.  

•강도죄 및 강간죄는 강도강간죄와 특별관계지

만, 결합범 자체는 포괄일죄인 것입니다. 

계속범 
계속범(continuing crime)이란, 범죄가 

일단 성립한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되는 범죄입니다. 위법상태를 야기한 행위

와 이를 유지하는 행위가 포괄해 1죄가 됩

니다. 가령, 직무유기죄, 감금죄 등이 있

습니다. 

접속범과 연속범 
일반(general) 범죄인데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

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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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범  

접속범(junctional crime)을 봅시다.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

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포괄해 1

죄가 됩니다.  

연속범  

연속범(consecutive crime)을 봅시다. 엄격한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포괄해 1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접속범과 연속범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생략>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금원수수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

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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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 
포괄일죄로 묶는 것이 예정된(intended) 범죄입니다. 

영업범  

영업범(business crime)이란, 구성요건의 성질상 당연히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를 말합

니다. 따라서 영업범인지 여부는 구성요건 자체로 판단합니다.  

1. 가령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로는 영업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기죄는 영업범이 아닙니다. 

상습 범  

상습범(habitual crime)으로는 상습도박죄, 상습절도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상습성이라 합니다. 

2. 상습성이 발현된 이상 장기간에 걸친 수회의 도박행위를 모두 상습도박죄의 1죄로 처벌하

게 됩니다. 비록 죄수는 1죄지만, 그만큼 상습범의 법정형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기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기죄를]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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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중 상습절도는 특히 이론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중요하므로 개념과 관련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형법 제332조가 상습절도죄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

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의 가중처벌 규정이 특별규정이기 때문

에, 사실상 형법 제332조는 사문화(dead letter)되어 있습니다. 즉, 상습으로 절도를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만 적용합니다. 이것도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로 볼 수 있습니다.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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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Several Crime!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 차범근 

의의 

개 념  

실체적 경합(several crime)이란,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형벌법규 또는 동일한 형벌법규를 수

차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을 "경합범"과 같다 보아도 대체로 무방합니다. 

효과  

수죄입니다. "경합범"의 처벌례는 형법 제38조,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지요. 

•일단,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와 8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가 경합할 때, 단순히 13

년 이하의 징역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십시오. 

구별  

1. 법조경합과의 구별: 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법조경합은 1죄이고 상상

적 경합은 수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2. 포괄일죄와의 구별: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에 1죄이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에 수죄

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상상적 경합과의 구별: 수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있

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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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 로 교 통 법 위 반 ( 음주운전 ) 죄 와  도 로 교 통 법 위 반 ( 음주측정거부 ) 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3. 양자의 관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그

리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강 도 죄 ,  사 문 서 위조죄 ,  위조사 문 서 행 사 죄 ,  사 기 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다.] 나아가 주

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다.]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

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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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실체적 경합범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 시 적  경 합 범  

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관계를 동시적(present) 경합범이라 합니다. 

•형법 제37조 앞 부분에 있는 경합범이라 하여 "전단 경합범"이라고도 부릅니다. 

2.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묶어 1개의 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검사가 양 죄 모두

를 기소해 법원이 한 사건에서 모두 심사하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사후적  경 합 범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ex 

post) 경합범이라 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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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뒷 부분에 있는 경합범이라 하여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부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형벌론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징역형 또는 금고형

(imprisonment)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확정판결이 없었던 죄에 대해서만 1개의 형을 선고합니다. 

주의 :  경 합 범 이  아닌  경 우  

1. 비록 처음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었던 범죄라도, 형법 제37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즉, 동시적 경합범도 사후적 경합범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A죄)와, 확정판결 후에 범한 죄(B죄)는 경합범 관계가 아닙

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확정판결(conclusive judgment) 전후

의 죄는 서로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십시오. 

2. 이 경우 각 죄들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합니다. 즉, 하나의 판결문에서도 A죄에 대해 

형을, B죄에 대해 형을 각각 선고합니다. 이를 "양 죄는 확정판결로 분단(partition)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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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 죄 사이의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령 벌금형

(monetary penalty)이나 무죄를 선고한 경우였다면, 전후 범죄가 분단되지 않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이 때는 전후 범죄를 묶어서 1개의 

형을 선고합니다. 

동시적 경합범 

구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A죄, B죄)는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1. 그러나 만약 양 죄 사이에 다른 범죄(K죄)의 징역형 확정판결이 있다면, 양 죄(A죄, B죄)는 

서로 분단되어 더 이상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또한, 원래는 A죄, B죄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더라도, 검사가 그 중 1죄만을 먼저 기

소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A죄와 B죄는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

다. A죄는 더 이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확정판결[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서로 

겹쳐 있으나 본조[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

한 조치는 정당하다.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분단된 범죄

최초 상태 처음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었음

분석 형법 제37조 경합범 해당 형법 제37조 경합범 아님

근거 형법 제37조 전단 내용 형법 제37조 후단 내용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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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되면 양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될 수는 있습니다. 

성립요 건  

1. 수죄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죄와 B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이 중 A죄만 기소한 상태

라면 불고불리원칙상 법원이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형 의  선고  형태  

수사기관이 A죄, B죄를 모두 발견해서 검사가 한꺼번에 기소했다고 합시다. 법원이 A죄, B죄 

모두를 인정하면, 우리나라는 두 죄에 관해 한꺼번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주문을 냅니다: "피고인을 (A죄, B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2.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을 A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에, B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처 벌 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음 3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1. 흡수주의: 각 죄의 법정형 중 1개만으로 처벌하는 방식.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

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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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주의: 각 죄의 법정형 중 1개만을 택하되, 다만 그 택한 형을 가중하는 방식. 

3. 병과주의: 각 죄의 법정형들을 모두 부과하는 방식.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인 형사법 입문 제6강: 형벌론에서 하겠습니다. 

사후적 경합범 

구조  

사후적 경합범을 이루는 수죄란, 판결이 확정된 죄(A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B죄)입

니다. 이 구조(structure)가 아니라면, 마치 경합범처럼 보여도 사후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1. 예를 들어,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B죄를 범하였다고 합시다. B죄는 A죄의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가 아니므로, A와 B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2. 예를 들어, A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B죄를,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C죄를 각각 범하였고 합시다. B죄는 A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므로 

A죄와 B죄는 사후적경합범 관계입니다. 그러나 C죄는 A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아니므로 A죄와 C죄는 사후적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A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인 이상 

A죄와 C죄가 동시적경합범으로 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 경우 B죄와 C죄는 동시적 경합범도,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봤습니다. 

!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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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 건  

1. 확정된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 '판결 확정'이란,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이 도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령 A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후 B죄를 범했더라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판결확정이 그 이후에 있었다면,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는 요건

을 충족합니다. 즉,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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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의  선고  형태  

처음에 수사기관이 A죄만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A죄, B죄 모두 발견했는데 검사가 A죄로만 기

소한 경우입니다. 이미 A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A죄를 다시 기소할 수 없습

니다(일사부재리). 그렇다고 A죄에 대한 재판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법적 안정성).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B죄를 기소하면 법원은 B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합니다. 

1. 다음과 같이 주문을 냅니다: "피고인을 (B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을 (A죄, B죄에 관하여) 징

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그리고 다음도 아닙니다. "피고인을 A죄에 관하여 징역 4월, B죄

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처 벌 의  기준  

1. 원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만약 수사 및 기소가 온전히 되어 모든 죄들이 법

원에 알려졌다면, 마땅히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죄들입니다. 

2. 그런데 한 죄(A죄)의 확정판결 당시 다른 죄(B죄)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나 기소를 온전히 하지 않은 까닭에, 그 다른 죄(B죄)는 따로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죄수론                                                                                                29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3. 이렇게 된 것은 범인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정일 뿐 범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에 비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입니다. 

4. 다만, 어디까지나 동시적 경합범처럼 심리되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라는 것일 뿐일 뿐, 

반드시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례 결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구조 

문 제상황  

1. A죄, B죄, C죄를 범한 후, 

2. C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 

3. D죄, E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5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A죄, B죄, D죄, E죄에 대해 한꺼번에 공

소제기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

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

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단 경합

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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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C죄 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 한  경 우  

1. 일단 C죄 확정판결로 ① A죄, B죄, C죄와 ② D죄, E죄로 분단됩니다. ①과 ②는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판결문이지만 주문에 2개의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2. A죄, B죄, C죄에 관한 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C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A죄, B죄)로서 사후적 경합범입니다(형법 제37조 후단). C죄에 대해서는 이

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A죄, B죄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단 A죄, B죄에 대

해서 형법 제38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A죄, B죄, C죄는 원래 병합심리의 가능성이 있었

으므로, 비록 A죄, B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더라도 3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3. D죄, E죄에 관한 형: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D죄, E죄)로서 동시적 경합범입

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일정한 규칙에 의해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를 적절히 선택

해 처벌합니다(형법 제38조) 

C죄 에  대해  자격상실  이 하 의  형 을  선고 한  경 우  

1. C죄의 확정판결이 있지만 전후로 죄가 분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판결문 주문에 

일괄해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생략>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

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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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죄, B죄, D죄, E죄에 관한 형: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로 동시적 경합범입니다(형

법 제37조 전단).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를 적절히 선택해 처벌합니다(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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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Concurrent Crime!

"화살 하나면 족합니다"고 하면서 장손성은 말에 채찍질을 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한 대의 

화살만을 쏘아 새 두 마리를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 - "북사 장손성전" 

의의 

개 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형벌법규 또는 동일한 형벌법규를 수차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립요 건  

1. 1개의 행위(single action): 행위의 단일성 문제입니다.  

•같은 수죄를 범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양자

는 행위가 1개인지 수개인지로 구별하므로, 결국 행위의 단일성이 쟁점이 됩니다. 

2. 수개의 죄(plural crime):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든지, 같은 구성요건이라면 피해자

가 여럿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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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과형상 1죄: 실체법상으로는 수죄입니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은 형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죄를 저질]지만, 마치 가장 중한 죄 1개만 저지른 경우처럼 처

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을 "과형(impose penalty)상 1죄"라고 부르기도 합니

다. 여기서 가장 중한 죄란, 일단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전체적 대조주의: 그런데 법정형에 있어 중한 죄(A죄)

와 경한 죄(B죄)의 각 하한선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경한 죄(B죄)가 하한선이 더 높다고 합시다. 이러면 상

상적 경합으로 처벌할 때 하한선은 경한 죄(B죄)의 것

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B죄 하나만 저지른 경우보

다 오히려 A죄, B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저지른 사람을 

더 경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

기 때문입니다. 

3. 소송법상 효과: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소송물이론에서 말하겠습니다. 일

단 ① "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지만, 소송법상 1죄이다",  ②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1개만 기소돼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 죄를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세요. 일사부재리(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와 관련 있습니다. 

구별  

1. 법조경합과의 구별: 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법조경합은 1죄이고 상상

적 경합은 수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2. 포괄일죄와의 구별: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에 1죄이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에 수죄

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수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있

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형법 제40조가 규정<생략>은 그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

위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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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명 예훼손 죄 와  업무방 해 죄  

1. 명예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양 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도 로 교 통 법 위 반 (무면허운전 ) 죄 와  도 로 교 통 법 위 반 ( 음주운전 ) 죄  

감금죄 와  강 간 미 수 죄  

!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

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생략>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음주운전]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무면허운전]

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금

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는 없[다. 즉, 포괄일죄가 아니라 수죄다.]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

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

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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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 
Exercise!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않으면 위태롭다. - 공자 

문제상황 
1. 면허가 정지된 갑이 

2.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 주차된 남의 자동차를 파손하였습니다. 

4. 그러나 파손상태를 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습니다. 

5. 20여분 동안 3km 정도를 더 운전하던 갑은 3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6. 위 차량도 파손되고 

7. 피해자 3명이 모두 다쳤습니다(그 중 피해자 A가 가장 크게 다쳤습니다). 

8. 이번에도 갑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었습니다. 

9. 갑은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논외로 합니다. 

사고 이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관 하 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사고 이

후의 계속된 운전에 대해서도 각각 포괄일죄로 보게 됩니다. 

2. 양죄는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 반 에  관 하 여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경한 범죄이긴 하나 도로교통

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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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고 

제 1 차  사 고  자체로  성립하 는  범 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제 1 차  사 고  후  도주로  성립하 는  범 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합니다. 

소 결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흡수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양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그 구성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

한다. 

1. <생략> 제48조 제1항 <생략>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

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

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도로교통법 제106조[현행 제148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즉,] 과실범인 <생략> 도로

교통법 제108조[현행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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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고 

제 2 차  사 고  자체로  성립하 는  범 죄  

1. 3명의 피해자별로 하나씩, 3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1개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3. 이들 4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제 2 차  사 고  후  도주로  성립하 는  범 죄  

1. 3명의 피해자별로 하나씩, 3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

합니다. 

2. 1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

은 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현행 제151조]의 죄 외에 같은 법 제106조[현행 제148조]의 죄가 성립

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

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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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들 4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소 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결합범으로, 위 범죄가 성립할 경우 그 

구성부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법조경합에 의해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반면, 앞서 본 바대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3. 3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1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사고 이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은 이미 보았습니다. 

처벌기준 

사 고  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 그 중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선택합니다(형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

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현행 제148조] 소정의 죄의 관계(＝상상적 경합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생략>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제151조] 위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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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에서 선택받지 못한 범죄는 아래에서 형을 계산할 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 양 죄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제 1 차  사 고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실체적 경합 

제 2 차  사 고  

1. 3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는 상상적 경합. 그 중 가장 중한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의 법정형을 선택합니다(형법 제40조). 

2. 위 4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사 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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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3. 제1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4. 제1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5. 제2차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6. 제2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이렇게 이상 죄들을 동시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의 처벌례(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단하면 

됩니다. 

!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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