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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구성요건론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Tintoretto, The Murder of Abel 

1551-52, Oil on canvas, 149 × 196 cm 

!

!

강의목표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

이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모습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범죄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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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법규 
Crime & Penal provisions!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라틴 법언 

범죄와 형벌 

범 죄  

범죄(crime)이란, 예를 들어 살인죄, 절도죄 같은 겁니다. 순환논법이긴 하지만, 다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범죄란,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입니다. 

2.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형 벌  

형벌(penalty)이란, 쉽게 말해 사형, 징역, 벌금 같은 겁니다. 제6강 형벌론에서 배웁니다. 

1.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 없는 범죄 없습니다. 

2. 형벌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범죄 없는 형벌 없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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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률 ,  범 죄 ,  형 벌  

1. 범죄와 형벌이란, 법률이 "범죄와 형벌"로 규정한 것입니다. 

2. 법률이 "범죄와 형벌"로 규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이 됩니다. 

살 인  사 례  

1. 범률: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근거해, 

2. 범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3. 형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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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형법 제329조에 근거해, 

2. 범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 형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 죄 의  개 념  

이와 같이 범죄 또는 죄(crime)란, 

1. 법률(statute)이 

2. 형벌(penalty)이라는 수단을 통해 

3. 금지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문 제 점  

그럼 과연 어떤 법률이 범죄를 정하고 있을까요? 일단 방금 본 것처럼 형법(Criminal Act)이 

있겠고,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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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조항을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제 정  목 적  

이상 법률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purpose)은 그 법률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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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

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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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

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

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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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률 

문 제 점  

그런데 꼭 범죄를 정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은 아니지만, 그러한 법률에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하

는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사 례  

1. 도로교통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주운전죄도 범죄인데, 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흥

미롭게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

1호 내지 제4호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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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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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강  구성요건론                                                                                         110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반복해 불안

감을 유발하게 할 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제 정  목 적  

1. 원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자동차의 통행방법도 정하고,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어서, 넓게 보면 행정법(administrative law)에 해

당합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제정목적이 본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중간결론 
1. 처벌을 위해 만든 법률도 있고, 

2.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법도 그렇고 각종 법률도 그렇고, 죄와 형벌을 규정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죄명 

개 념  

여기서 죄의 이름을 죄명(name of crime)이라고 합니다. 

1. 예컨대, 앞서 본 형법 제250조 제1항의 경우 죄명은 살인죄, 형법 제329조의 경우 죄명은 

절도죄가 됩니다. 

2. 그렇다면 죄명은 누가 정할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테지만, 편의상 통일하는 것이 필요

하겠지요. 실무에서는 대검찰청이 예규로 정해 준 죄명에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명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

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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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상  범 죄  

1. 형법에 규정된 범죄들은, 대체로 각 조항의 표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죄의 이름은 강간죄(rape crime)입니다. 

2. 하지만 반드시 표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형법 제330조의 표제는 '야간주거침

입절도'지만, 어디에 침입했냐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저택침입절도죄,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죄, 야간선박침입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식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특 별 법 상  범 죄  

1. 한편,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보통 그 법률명을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고 끝에 '위반죄'라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정한 비밀준수의무

를 위반할 경우, 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됩니다. 

2. 그런데 특별법 위반 중에서도, 추가로 '위반'과 '죄' 사이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의 경우 죄명

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정했습니다. '등'과 같

은 문구도 엄연히 죄명을 구성합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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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제42조(비밀준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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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

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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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반행위의 죄명입니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행위의 죄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뺑소니가 

바로 이겁니다. 뺑소니죄(hit-at-run crime)란 죄명은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죄

명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

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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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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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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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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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Corpus delicti!

사람을 죽이는 것과 파리를 죽이는 것은 같지 않다. - Hans Welzel 

구성요건의 개념 

정 의  

교과서를 보면 구성요건을 

1. 범죄행위의 전형(typicality)이라 하거나, 

2. 형벌을 과하기 위한 전제요건(premise requisite)이라 설명합니다. 

3.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abstract), 일반적(general)으로 기

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두루뭉술해서 딱 다가오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 보죠. 

사 례  

1. 살인죄(murder)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2. 절도죄(larceny)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3. 배임죄(misappropriation)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4. 사기죄(fraud)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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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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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생

략>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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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건 해 당 성  

1. 어떤 행위가 모든 구성요건 요소를 만족하고 있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2.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가령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죠. 그러면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재물의 타인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

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성요건과 범죄와의 관계 

구 성 요 건 해 당 성  없 으 면  범 죄  불성립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일부라도 갖추지 못하면, 즉,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그 죄로

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구 성 요 건 과  범 죄 의  개 념  차 이  

그렇다고 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여부와 범죄성립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죠. 

1. 누군가 파리를 죽이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

성이 없어서, 살인죄가 불성립합니다. 

2.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자신을 죽이려는 테러범에 대항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살인

죄,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

다). 즉,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지만, 살인죄는 불성립합니다. 

소결  

1.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범죄 성립의 전제(prerequisite)가 되기 때문에, 구성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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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을 찾는 방법 

법 전 의  중 요 성  

눈치를 채셨겠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전(code)에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법률가

는 법전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검색  방 법  

물론, 조그만 법전에는 없는 법령이 제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

폰의 국가법령정보(law.go.kr), 로앤비(lawnb) 어플 등을 수시로 활

용해 법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판례 검색에 필수입니다. 

사례: 배임죄와 사기죄 

문 제 점  

금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

(loss in property)가 없다고 합시다. 이 때에도 배임죄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여기서 "손해"란 손해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 성 요 건  차 이  

1.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loss in property)를 가하는 것

이 구성요건요소입니다. 

2. 반면,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결론  

1.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즉,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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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찾지 마시고, 강조하였다시피 법전에서 찾으세요. 

1. 배임죄의 경우: "조문상"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입니다. 

2. 사기죄의 경우: "조문상"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사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문 제 점  

운전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곳이 도로(road)가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구 성 요 건  차 이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이 구성요건요소입니다. 

2.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닙니다. 

결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즉, 면허가 없었더라도, 무

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술 먹고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

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

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생

략>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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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이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조문상" 도로가 구성요건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조문상" 도로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사례: 뺑소니의 경우 

문 제 점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고 합시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까요? 

도 로교통 법 상  차 의  개 념  

1. 차(vehicle): 자동차(car), 자전거(bicycle),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 bicycle) 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생략>)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경우에

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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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 bicycle): 택트, 모페드 등입니다. 자동차 아닌 오토바이입니다. 

3. 이륜자동차(twowheeled car):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겁니다. 자동차인 오토바이입니다. 

•다음은 상식으로 알면 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택트]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생략>의 원동기를 단 차[모페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

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

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125cc 초과] 이륜자동차[할리 데이비슨]

cc ~49 50~100 101~125 126~260 261~

자동차관리법
경형이륜자동

차

소형이륜자동

차
중형이륜자동차

대형이륜자동

차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X 자동차O

cc

제2강  구성요건론                                                                                         119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구 성 요 건  차 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자동차(car)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motor bicycle)가 구성요건요소입니다. 

2.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차(vehicle)가 구성요건요소입니다. 

오토바이 로  친  경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습니다. 즉, 그 죄

로 처벌됩니다. 

2. 왜냐하면, "조문상"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넘으면 자동차로, 넘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

당합니다. 어쨌든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2종소형 면허소
지자

운전가능

원.자. 면허소지
자

운전가능 운전불가

면허취득 가능
연령

16세 이상 (원.자. 면허) 18세 이상 (2종소형 면혀)

고속도로 진입 금지

~49 50~100 101~125 126~260 26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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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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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 거 로  친  경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즉, 그 죄

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조문상"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구성요건인데, 자전거(bicycle)는 여

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고,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

(vehicle)에는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과 구성요건 

문 제 점  

법령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역시 계속 바뀔 수 있으니, 법령이 개정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겠지요. 

음 주운전  사 례  

1.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았었습니다. 

2. 그러나 지금은, 아까 본 것처럼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인지 여부가 상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생략>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경우에

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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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간  사 례  

1. 종래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는 부녀, 즉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협박

해서 강제로 성교하더라도, 여자를 적어도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결  

이와 같이 처벌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점점 법령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법전을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인터넷 법령검색을 통

해 최신 법령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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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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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Mens rea!

�� 결과발생을 예상했더라도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면, 고의가 있다. - Reinhard Frank 

개념 

사 례  

고의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1.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습니다. 

2.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르지요. 

정 의  

이처럼 고의(mens rea, dolus)란, 

1. 자기의 행위가 

2.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것을 

3. 인식하고 

4. 인용하는 

5. 행위자의 

6. 심적 태도(mind)를 말합니다. 

•고의를 범의라고도 합니다.  

고의를 이루는 요소 

두  요소  

1.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cognizance)하고, 

2. 나아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volition)가 있어야 합니다. 

제2강  구성요건론                                                                                         123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결과발생의  인식  

1. 아는가 모르는가 차원이므로, 지적(intellectual) 요소입니다. 

2.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과발생의  의 사  

1. 하고자 하는가 아닌가 차원이므로, 의지적(willing) 요소입니다. 

2. 예를 들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소결  

1. 인식과 의사가 모두 있어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을 때의 효과 

원칙 :  무 죄  

범의(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길을 걷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신체접촉을 하게 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

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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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과실범 으 로  처 벌  

물론, 고의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처벌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걸 과실범이라 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살

인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량이 다릅니다. 

2. 그러나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의 체계적 지위 

구 성 요 건 요소로 서 의  고 의  

고의가 없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이렇게 정한 건, 고의를 구성요건요소

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고의는 그 범죄 성립의 전제(prerequisite)입니다. 

구 성 요 건 요소의  종류  

그런데 원래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사람을 죽이는 상황(situation) 자체를 살인죄의 객관적(objective) 

구성요건요소라 부를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 즉 마음상태

(mind)를 살인죄의 주관적(subjective) 구성요건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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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즉, 고의(인식과 의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인식의 대상 

의 의  

인식(cognizance)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중에서도 지적 요소라 했습니다. 인식이란, 

1.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인식이 아니고, 

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구성요건요소)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성요건요소

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 례  

1. 비록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은 인식했더라도, 

2.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 절도의 고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고양이를 이와 비슷하게 생긴 자기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범의)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분석  

재물의 타인성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입니다.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절

도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생략>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고의가 없어] 절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건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하여 행방을 감춘 것은 아

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히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략> 피고인이 이건 고양이를 가져간 것은 위 김옥순의 고양이인 줄 알고 절취한 것이라기보다

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두 고양이는 외형상 유사하다[면]<생

략>)에 수긍이 [간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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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의 타인성":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 

2. "재물의 타인성 인식":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과실)에 해당 

주 의 사 항  

한편, 구성요건요소의 인식과, 죄(범죄)의 인식은 다릅니다. 

1. 구성요건요소의 인식은 사실(fact)에 대한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아는지 문제입니다. 절도 사례에서,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구별하는 건 사실 인

식의 문제입니다. 착각하는 걸, 사실의 착오(mistake of fact)라 합니다. 

2. 죄(범죄)의 인식은 법률(law)에 대한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는 일이 금지되었는

가?"를 아는지 문제입니다. 즉, 행위의 평가 문제입니다. 절도 사례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는 법률 인식의 문제입니다. 착각하는 걸, 법률의 착오

(mistake of law)라 합니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깹니다. 한편, 법률의 착오는 나중에 배웁니다. 형사법 입문 제4강: 

책임론 중 법률의 착오 부분을 참조하세요. 

미필적 고의 

사 례  

그런데 가끔 보면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수

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한 결과,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제 점  

이런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해야 하는 걸까요?  

고 의 의  인 정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의 중에서도 특히 이런 고의를 미필적 고

의(dolus eventualis)라고 합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손목을 묶

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

금한 후 수차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

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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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적  고 의 를  이루는  두  요소  

고의를 이루는 두 요소가 인식과 의사라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이므로, 

1.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cognizance)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해

야 합니다. 

2. 그것이 실현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volition)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용인(allowing)이

란 결과발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또는 결과를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의 추단 

문 제 점  

고의가 없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난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내심(mind)도 증

명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해결  

1. 고의 같은 주관적, 내심적 요소라도, 증명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간접사실(circumstantial 

fact)을 바탕으로 내심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의 의  

1. 미필적 고의와 고의의 추단은, 범인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실무상 중요

한 법리입니다. 유죄자필벌 요청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2. 반면, 남용시 무고한 자들까지 벌하는 위험이 생겨, 결과책임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

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

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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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Culpa!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 Immanuel Kant 

과실범에 대한 처벌 

과실범  처 벌 규 정 이  있 는  경우  

고의를 봤으니, 이제는 과실을 봅시다. 아까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으면 

1. 살인죄가 될 수 없다고 했지요. 반복하자면,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없으므로 살

인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2. 하지만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과실범  처 벌 규 정 이  없 는  경우  

그런데 이처럼 고의가 없는 사람을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무죄(innocence)

입니다. 

1. 가령 남의 물건을 부수면 원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2. 그런데 실수로 부순 것이었다면 무죄입니다. 형법에 재물손괴죄에 관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특 별 법 상  과실범  처 벌 규 정  

주의할 것은,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경우라도, 각종 특별법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원래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수더라도 무죄라 했습니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

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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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부수게 된 게 교통사고였다면, 고의가 없어도 범죄가 됩니다. 즉, 재물

손괴죄는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비교 

문 제 점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1.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상관 있을까요? 즉, 구별실익이 있을까요? 

형 사 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이 큽니다. 과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여부와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

입니다. 

분석  

1. 구성요건은 가해자(offender)를 처벌(punish)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고의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손해배상은, 피해자(victim)의 손실을 전보(compensation)하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피

해자의 손해가 얼만큼인지가 중요하지, 가해자가 고의였는지는 관건이 아닙니다. 피해자 

손해가 100이면, 가해자가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간에 100을 배상해 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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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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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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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정의 
형사상 과실(culpa, criminal negligence)이란, 한 마디로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입니

다. 

과실을 이루는 요소 
과실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

게 하지 않았으니 경우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1. 예견(prediction) 가능성: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없습니다. 

2. 회피(avoidance) 가능성: 결과발생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당초 피할 수가 없었다

면 역시 과실이 없는 겁니다. 

과실이 없을 때의 효과 

무 죄  

과실이 없는 경우 무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

사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사 례  

1. 당직간호사에게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 

2. 당직의사에게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부정해,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

고의 인식 의사

과실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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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점  

위 판례에서 야간 당직 중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언제나 당직간호사는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그 사례에서" 

당직간호사에게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한 사례가 

있다'와 '~이다'는 말은 다릅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업무 상  과실  

1.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전, 의료 등 업무상 행위에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합니다. 

2. 이를 업무상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이라 합니다.  

중 과실  

1. 주의의무를 현저히(심하게) 태만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조금만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

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부주의로 이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 이를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라 합니다. 

처 리  

1. 형법은 일반 과실이 있는 때에 비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

(aggravated punishment)하고 있습니다. 

2. 물론 업무상 과실, 중과실 가중처벌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 무죄라는 건 아니고, 일반 과실 규정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물과 불은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등] 물건 <생략>을 소

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

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치게 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등] 물건을 침해한 자 <생략>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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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개 념  

1.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즉,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

여 조치할 의무는 없을 겁니다. 

이를 신뢰의 원칙(principle of trust)라 합니다. 

의 의  

1. 일정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경감(mitigation)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그 결과 일정 요건 하에 과실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 례  

•신뢰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protection of trust)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공

법학에서 논하는 개념입니다. 

!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

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

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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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Causation!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 Edward N. Lorenz 

개념 

문 제 사안  

1. A가 B에게 복용 후 30분 후 약효가 발생하는 독약을 먹였습니다. 

2. 그런데 B가 독약을 먹자마자 C라는 사람이 나타나 B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시다. 

해석  

C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A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1.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 B가 죽은 것은 A 때문이 아닙니다. 즉, 인과관계가 없지요. 

소결  

이처럼 인과관계(causation)란, 

1. 원인행위와 

2. 발생한 결과사이의 

3. 관련성을 말합니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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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효과 

원칙 :  무 죄  

독약을 먹인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을 때

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살인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외 :  미수 범 으 로  처 벌  

물론, 미수범(crime of attempt)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위 사례에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때에도 "살인죄"가 성립

하는 게 아니라,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란 거죠. 

2. 한편, 미수 처벌규정도 없는 경우였다면, 아예 무죄가 되겠죠.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문 제 점  

어떤 행위와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조 건 적  관 계  

조건적 관계(conditional dependence)가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

를 있는 힘껏 내리쳤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만약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 않

았더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1.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2.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관계(condicio sine qua non)가 있으면, 행위(망치로 내리침)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단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살인죄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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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당 인 과 관 계  이 론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항상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만약 어머니

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이런 경우 "나의 어머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1. 결국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규범적 평가(estimation)의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2. 그래서 판례는 이런 규범적 평가까지 뭉뚱그려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al relation)

라는 말을 씁니다. 

3.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4. 내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한 경우 

문 제 점  

실행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나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결

과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최초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까요? 

1. 가령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을 쳐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2.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해 누워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시다. 

비정 상 적  진행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마침 번개가 쳐서 벼락을 맞고 사망한 것이라 합시다. 

1.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는 인정됩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 자

리에 누워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벼락도 맞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사건의 진행이 정상 범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행위(교통사고)와 결과(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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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범 주 의  진행  

반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누워 있게 되

었는데, 다른 차가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1. 제1차 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는 인정됩니다. 제1차 사고가 없었으면 제2차 사고

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진행도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그렇다면 행위(제1차 사고)와 결과(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  판 단 기준  

그렇다면, 어느 경우는 정상 범주고, 어느 경우는 비정상적 진행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1. "최초 가해행위시 최종 결과를 예견(prediction)할 수 있었던 것인가"가 기준이 됩니다.  

2. 실제로 종종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해행위 당시 최종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립구조지요. 

인 과 관 계 를  긍정 한  사 례  

다음은 법원이 사안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 인과관계를 긍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

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

장마비로 사망케 [한 사건이다.]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

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

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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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 관 계 를  부 정 한  사 례  

다음은 법원이 사안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입니다. 

소결  

과실과 인과관계의 구별 

개 념  

여기서 '과실이 있는가'와 '그것 때문인가'는 별개입니다. 

구 별  사 례  

1.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causation)가 부정되는 경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위 피

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

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 [뺨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

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피고인에게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

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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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과실(culpa)이 부정되는 경우 

구 성 요 건 요소라 는  공통 점  

어느 경우든 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실, 인과관계 모두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구성요

건해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1. 내게 분명 과실이 있고 사람이 죽었다

고 해도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무죄입니다. 

2. 반대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내 과실"이 없다면 역시 무죄입니다. 

독립행위의 경합 

문 제 점  

가령, 갑이 A를 강간한 뒤 을도 A를 강간하였는데, 피해자 A가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이러

한 윤간 사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갑과 을이 공범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인 과 관 계 가  분명한  경우  

1. 만약 갑의 행위만으로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갑에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그러나 을에게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707 판결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

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

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생략>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강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상해]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상해]

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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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을의 행위만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갑은 강간죄, 을은 강간치상죄겠죠. 

인 과 관 계 가  불분명한  경우  

그런데 만약 A의 상해가 갑, 을 중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

해 부분에 관해서는 갑, 을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1. 즉, 비록 피해자에 상해가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갑, 을 모두 각각 강간죄로만 처벌합니다. 

2. 그 이유는 이론상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명문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

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부분은 미수가 됩니다. 

3.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부분이 미수라면, 결국 단지 강간죄로만 처벌합

니다. 

공범 일  경우  

갑, 을의 행위가 독립행위(independent action)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둘

이 공범이라면 독립행위가 아닙니다. 결론도 180도 달라집니다.  

•형사법 입문 제7강: 공범론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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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90노3345 판결 : 확정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은 사안이다.]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생략> 피고인은 단

지 강간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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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The Omission!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고... - 누가복음 제10장 제30, 31절 

개념 
범죄는 작위(commission)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

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

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해 실현되기도 합니다.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

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를 통해서 작위범

과 같은 불법을 실현한 경우를 부작위범이라 부릅

니다. 

1. 작위범이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prohibi-

tion rule)에 대한 위반행위라면, 

2. 부작위범은 "~해라"는 명령규범(command rule)에 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사례 

처벌 

처 벌  여 부  

부작위범도 일정 요건 하에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

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

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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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의  근 거  

종류 

진정 부작위 범  

1. 형벌법규에 정한 구성요건이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를 진정부작위

범(pure omission)이라 합니다. 

2. 예를 들어,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중지명령을 불이행할 때 성립하는 주택법위

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입니다. 

부진정 부작위 범  

1. 형벌법규상 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

위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

(impure omission)이라 합니다. 

2. 가령, 살인죄, 사기죄의 부작위범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

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

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주택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91조 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

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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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의 판단 기준 

진정 부작위 범 의  성립  여 부  

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여부는 해당 조항 구성요건 자체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

통사고는 났지만 내게 과실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1. 아무리 사고에 관해 내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불이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의 경우와 

"조문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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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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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

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현행법 제54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생략>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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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

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생략>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상]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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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부작위 범 의  성립  여 부  

이에 비해,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원래 작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도 부작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받아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보증인 지 위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지위를 보증인지위(guarantee personal status)라고 합

니다.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1.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2.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예를 들어 민법에 의한 친족간 부양의무에 의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고용계

약에 의해 사업자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물에 빠지기 쉬운 곳으로 유인한 행위에 의해 물

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의칙에 의해서도 보호의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 위 가능성  

예를 들어, 제주도 앞바다에 빠진 자식을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작위를 통해 결과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chance)이 애당초 없다면, 설령 보증인지위가 있

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

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

무를 [진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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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개 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란, 

1.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 구조 불이행(failure to 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3.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  현행 법  

1.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재난시 공무원을 돕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

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

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즉,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

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

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강  구성요건론                                                                                         145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2.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

하지 아니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

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

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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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Error facti!

숲에서 동물에게 활을 쏘다 사람을 죽인 사수,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잔 남

자, 자기 여동생인 줄 모르고 결혼한 사람, 잠자다가 어린애를 깔아뭉개 죽인 엄마, 이 모든 사

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 Peter Abelard 

사실의 착오 

개 념  

사실의 착오(error facti, mistake of fact)란, 

1.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2.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3.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 례  

1. 행위자는 손괴를 하려 했는데, 

2.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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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범 의  착오와 의  구 별  

나중에 볼테지만, "규범의 착오"라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착오가 따로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

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진실한 사실을 말하면 죄가 안 될거야"라고 착오했다면,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

것이 바로 규범의 착오(error juris, mistake of law)입니다. 규범의 착오를 "위법성 인식

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다른 개념입니다. 

•규범의 착오는 차차 배울 테니, 오늘은 사실의 착오만 봅시다. 

사실의 착오의 효과 

의 의  

사실의 착오가 있다면, 보통은 범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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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제 1 3 조 가  적용되 는  사 례  

1. 손괴의 의도: 손괴하려고 했는데 

2. 상해의 결과: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상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 법  제 1 5 조  제 1 항 이  적용되 는  사 례  

1. 살인의 의도: 친구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2. 존속살해의 결과: 실수로 장모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상해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상해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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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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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별히 중한 죄, 즉 존속살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중한 존속살해죄로 처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죄는 아니고 보통 살인죄로 처벌하지요. 

착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벌하는 경우 

문 제 상황  

1. 인식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 

2.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 

3. 일치한다면 어떨까요?  

즉, 구성요건(corpus delicti)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 법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 기수범을 인정하면 됩니다. 

1. 인식(cognition)한 범죄사실도 "살인"이고, 

2. 발생(result)한 범죄사실도 "살인"이기 때문에, 

3. 결국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 일 성  착오  경우  

갑을 을이라고 착오하고 죽였다 합시다. 이 경우도 갑에 대한 살인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0. 10. 31. 선고 4293형상494 판결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피고인들이 <생략> 그들의 동료<생략> 등을 납치·폭행한 공소외 7 등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1993. 2. 1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여관 1로 공소외 7 등을 

찾아가서 상호공동하여 <생략> 흉기를 각 소지한 채 위 302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1· 2[갑]를공소외 7의 일행[을]인줄 잘못 알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들[갑]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찍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1·2[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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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착오  

마찬가지로, 을을 죽이려고 후려쳤는데 의도한 것과 달리 갑이 맞아 죽었다고 해도, 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

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쳤다. 이]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을]와 동녀[을]의 등에 업

힌 [만 1세의] 피해자 2[갑]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치게 된 것이다. 피해자 1[을]은 죽지 않았지만, 만 

1세의] 피해자 2[갑은]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만 1세의 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생략>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

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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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Aggravated Crime!

의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 Georgia Warnke 

개념 

정 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2.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곧, 결과적 가중범이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범죄"입니다. 

사 례  

폭행치사니, 상해치사니 하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가령, 

1. 단지 상해의 고의로 가격했는데, 

2.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아예 죽었다면, 

3. 상해치사죄(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라고 해서 상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소결  

이와 같이 보통 '~치상', '~치사'가 붙어 있는 죄들이 바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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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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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벌  기준  

기본범죄를 행할 당시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1.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예견할 수 없었다면, 기본범죄만으로 처벌합니다. 

상 해 와  사망  사 례  

상해(기본범죄)를 당한 사람이 사망(중한 결과)했다고 합시다. 

1. 이 때 상해를 가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3년 이

상 징역)가 성립합니다. 즉, 최소 3년 최대 30년의 징역입니다. 

2. 반면,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까지

는 아니고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합니다. 최소 1개월 최대 7년의 징역입니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

었을 때에는 중한 죄[결과적 가중범]로 벌하지 아니[하고, 기본범죄로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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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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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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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추행 과  사망  사 례  

강제추행(기본범죄)으로 사망(중한 결과)을 야기한 경우입니다. 역시 예견가능성을 따져서, 죄

명과 처벌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1. 강제추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2. 강제추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만 성립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결국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고 의 의  기 본 범 죄  

고의(dolus)의 기본범죄(basic crime)가 있어야 합니다. 

1. 개념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2. 고의의 범죄인 이상 기수, 미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이 미수였더라도, 강

간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중 한  결과 의  발생  

중한 결과(result)의 발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발생입니다. 

예견가능성  

1. 기본범죄의 행위 시점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어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

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다.] <생략>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

자의 유방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

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

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생략>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강제추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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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3. 예견(prediction)할 수 있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인 과 관 계  

결과귀속을 위해서는 인과관계(causation)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 형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17조에 의해 당연히 필요한 요건입니다. 

2. 여기서의 인과관계 또한 상당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모두 필요한 요건입니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본 사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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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 적  가 중 범 의  개 념  

1. 본래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자체는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치상', '치사'라는 말에서 

'치'가 바로 과실에 의한다는 점을 나타내죠. 

2. 그런데, 기본범죄는 물론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까지 모두 고의로 행한 경우에도, 결과

적 가중범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을 부진정(impure)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릅니다. 

사 례  

1. 현주건조물방화(편의상 '방화'라고만 하겠습니다)를 저지른 결과, 뜻하지 않게 사람이 사망

하면, 방화치사죄가 성립합니다. 

2. 그런데 이러한 방화치사죄는 위와 같이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러 사

람을 죽이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경우, 즉 고의의 기본범죄(방화)와 고의의 중한 결과(사망)

가 결합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그래서 방화치사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릅니다. 

인 정  이유  

귀류법(proof by contradiction)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만약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방화한 

경우 방화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방화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방화살인죄' 같은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죠. 

1. 여기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방화범 중 방화

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2. 그런데 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방화범 중 

방화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7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불을 질렀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경우보다, 불을 질러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더 가볍게 

처벌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결론입니다. 형량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살

인의 고의 있는 자에게도 방화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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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비록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더라도, 

2. 형량 불균형 문제 때문에, 

3. 결과적 가중범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방화치사죄 등)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릅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

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

게 한 때에 성립[된다.]

동 조항[방화치사죄]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

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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