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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동정범의 초과실행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 그 구조적 이해를 중심으로 ―

李 用 植**

Ⅰ. 서  론

A. 공동정범의 과잉과 결과  가 범 문제에 한 두 가지 해석방향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정범자  한 사람이 이를 과실행하여 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다른 공동자에게 결과  가 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

겠는가 하는 은 지 까지 공동정범의 과잉이라는 문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왔다. 결과  가 범 일반에 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 부분

은 지 까지 비교  심이 었던 역이다. 그 지만 우리 법원은 공동정범

의 과실행과 련한 일련의 례를 통하여 최근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을 정립하 다고 볼 수 있다.1) 즉 어느 한 공동정범자에 의하여 발생한 

한 결과에 하여 다른 공동자에게 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  가 범의 성립

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학설에서는 례의 이러한 간략한 입장을 역시 간단히 기

술하고는, 별다른 논거의 제시 없이 그 로 지지하고 있다.

공동정범의 과실행에 있어서 공모한 기본범죄를 과한 부분에 직  가담하

지 않았더라도 단지 그 결과발생을 견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이유만으로 결

과  가 범의 죄책이 인정된다는 이러한 견해를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공동정범

자의 과잉은 ―결론에 있어서는― 다른 나머지 공동자의 결과  가 범의 성립

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는 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6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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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견해에 의하면 과실행 부분에 하여 다른 나머지 공동정범자에게 결과

 가 범이 성립하는가 여부는 그냥 그 나머지 공동자가 결과  가 범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가( 한 결과에 한 견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단순

한 결과  가 범의 결과귀속 요건의 용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기 때문

에 이에 하여 “기본범죄의 공동정범자 가운데 1인의 행 를 기 으로 다른 공

동정범자의 죄책을 단할 것이 아니라 한 결과에 한 개별행 자의 련성

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지 2)은 문제의 구조  핵심을 정확

히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기본범죄의 공동정범자 가운데 1인의 행 를 기 으로 다른 공동

정범자의 죄책을 단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론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견해는 공동정범의 과잉이 인정되면 공

동정범자 1인의 행 가 다른 공동정범자의 죄책 단에 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즉 공동의 행 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그 행 들은 각자

의 단독행 가 되는 것이므로 “ 한 결과에 하여 개별행 자의 련성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 진다. 그리하여 그 개별  단의 

결론으로서 결과  가 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견해는 ―공동정범의 과잉 처리원칙이 용되기 때문에― 결국 개별행 자로

서의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

석은 “공동피고인 갑이 개별 으로 을의 과행 에 한 견가능성, 인과 계

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갑에게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

든지 가능하다. 공범자 을의 과행 가 양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라

는 지 3)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공동정범의 과잉처리기 과 련하여 례와 학설의 입장을 “의사연락

이 있는 범  내에서 공동정범을 처벌한다는 기본원칙을 공동정범의 질  과잉

의 경우로 한정하여 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4) 즉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는 범  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과된 실행부분에 하

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공동정범의 과잉 처리원칙은 본 사례군에는 

 2) 박상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형사 례연구 [1], 1993, 94면. 
 3) 배종대, 형법총론(제8전정판), 2005, 729면. 또한 584면에서도 “개별적으로 … 검토하

여 상해치사의 책임을 지울 수는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 신동운, 형법총론(제2판), 2006, 5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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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동정범의 과잉 처리원

칙이 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결과에 한 결과  가 범의 성립이 가능하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 공동정범의 과잉에 한 이해구조

결국 양자는 본 사례군에서 결과  가 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있어

서는 일치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공동정범의 과잉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하

여 조  다른 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공동정범의 과잉은 공

동정범의 귀속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즉 과잉의 개념은 ‘행 에 있어서의 과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

에서의 과잉’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이론구조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과잉을 만약 ‘결과의 과잉’이라고 치짓는다면, 공동정범의 과잉문제는 부 과

잉된 그 결과의 귀속문제(행 의 과잉이 아니니까 공동의 행 는 여 히 인정이 

되고), 즉 일반 인 결과귀속의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은 

본 사례군에서 공동정범의 과잉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결과귀속의 일반  문제이

기 때문에 결과  가 범의 결과귀속 요건을 검토하면 된다. 그런데 과잉을 ‘행

의 과잉’으로 치짓는다면, 공동정범의 과잉은 더 이상 공동의 행 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따라서 공동자 각자의 개별 인 단독행 가 된다. 

그리고 한 결과는 역시 일반 인 결과귀속의 문제로서 한 결과가 공동자의 

각자의 개별  단독행 로 인한 것인가 하는 결과  가 범의 결과귀속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요약하면 두 시각의 차이는 한 결과의 귀속을 ‘공동의 행 ’에 

련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별  단독행 ’에 련되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에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양자가 과잉을 이론구조상 어떻게 치지우는가 하는 데

에 달려 있다. 결국 근본 으로는 과잉에 한 념 내지 과잉이란 무엇인가 하

는 과잉의 개념을 바라보는 기본 이 조 씩 다르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동정범의 과잉이 가지는 형법상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

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와 련하여 공동자 1인이 과잉으로 오

로지 직  발생시킨 한 결과가 과연 다른 공동정범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

인지 고찰해 본다. 이는 공동정범의 양  과잉의 경우 다른 공동자에게 그 한 

결과에 한 결과  가 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기존명제에 하여 의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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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련문제로서 단독범이 아니라 다수인의 범죄참가의 경우

에는 결과  가 범의 한 결과귀속에 어떠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하여 본다. 이는 공동정범의 과실행의 경우 단지 견가능하다는 이유만으

로 나머지 다른 공동자에게 결과  가 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비 으로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5) 이와 같이 여기에는 주  귀속의 역

에서 논의되는 공동정범의 과잉 내지 과실행 문제와 결과  가 범에서의 

한 결과의 귀속요건이라는 두 가지 귀속의 차원이 가치상 으로 의존 내지 혼

재되어 있어, 논의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6) 그리고 본 

주제에 하여는 이를 직  다루고 있는 문헌이 거의 없다는 이 그 어려움을 

가 시킨다. 이하에서는 결과  가 범에서 특히 상해치사죄와 강도치사죄의 경

우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표  례사안의 기술과 분석

A. 고의에 의한 한 범죄의 경우

1. 상해 － 살인의 유형

[  1984. 10. 5, 84도1554 (신흥사 사건), 살인] 공동피고인 갑, 을, 병은 이 

사건 피해자 A가 신흥사 주지로 부임하기 해 그 수행원들을 동하고 법원 소

속 집행 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실력으로 지하기로 

모의하 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지고 폭력이 

오가는 사이에 갑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A를 살해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수인이 가벼운 상해 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  1인

이 소 로 결과를 발생  한 경우, 그 나머지 자들은 상해 는 폭행죄 등과 결

과  가 범의 계에 있는 상해치사 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살인 등 소 는 연 상치 못하 다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살

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시하 다.

 5) 서보학, “공동정범관계중 일부 공범자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자의 책임”, 경희

법학 제37권 제1호, 2002, 73면.
 6) Lackner/Kühl, 26.Aufl., 2007, §18 R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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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 － 강도살인의 유형

[  2000. 12. 8, 2000도4459, 강도살인]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과 함께 강

도짓을 하기로 공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한 후 자동차 트 크에서 망치

를 꺼내어 피고인 을이 그 자루 부분을 오른쪽 소매 안으로 넣고 쇠 부분을 감

싸 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강도범행을 실 하기 하여 피고인 을이 고속

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 상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

와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망치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

다. 

이에 하여 “강도의 공범자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 다고 하

여도 그 살인행 나 치사의 결과를 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  가

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시하 다.

[  1991. 11. 12, 91도2156, 강도살인] 피고인 갑과 그의 친구 을은 유흥비

를 마련하기 해 술 취한 사람을 상 로 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 다. 갑과 

을은 승용차를 빌려 타고 밤 00:00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

다고  승용차에 태워 가다가 폭행과 박을 한 후 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며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을은 피해자가 경찰

서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해 부근에 있는 길이 1m 정도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사람 머리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하여 즉석에서  피

해자를 외상성 뇌출  등으로 죽게 하 다.

이에 하여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 를 하 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 에 한 고의의 공동이 있으면 그 한 강도살인죄의 기

수 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

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는 강도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도의 공범자  1인

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

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 나 치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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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시하

다.

[  1990. 11. 27, 90도2262,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

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하 다. 범행당시 갑은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등산용 

칼을 휴 하고 있던 을과 흉기를 휴 하지 않은 병은 함께 차에서 내려 행인 A

로부터 품을 강취하려고 하 다. 그때 행인 B가 우연히 장을 목격하게 되었

는데 을은 갑자기 소지 인 등산용 칼로 B를 살해하 다. 

이에 하여 “피고인 갑이나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장을 목격하게 된 피

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 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 에 이를 것을 

 상하지 못하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리함이 옳다”고 

시하 다. 

[  1984. 2. 28, 83도3162] 피고인들은 사 에 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원이 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 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는 쇠 이  등을 휴 하 고 쇠 이 를 휴

한 피고인 을이 피해자 A를 감시하 다. 

이에 하여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1인이 강도하는 과정에서 간

수자를 강타, 사망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을이 피해

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에 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견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

다”고 시하 다.

3. 강도 － 강도상해의 유형

[  1998. 4. 14, 98도356, 강도상해] “강도합동범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

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 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

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 다면 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

체 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

에 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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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실에 의한 한 결과(결과  가 범의 실 )

1. 상해 － 상해치사의 유형

[  2000. 5. 12, 2000도745 (여동생 강간범 보복사건), 상해치사] 갑은 친구

인 을로부터 을의 여동생을 강간한 A를 혼내주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을과 함께 

A를 만난 후, 갑이 각목으로 A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을이  부엌칼을 A

의 목에 들이 면서 주먹과 발로 무수히 때려 이를 견디지 못한 A가 도망가자, 

갑은 을의 뒤를 따라 A를 추격하던  을이 떨어뜨린  부엌칼을 소지하게 된 

다음 격분한 나머지 을에 의하여 붙잡힌 A의 좌측 흉부를 살인의 고의 없이  

부엌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실 로 사망에 이르게 하 다. 

이에 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한 사람이 한 상해를 가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시하 다.

[  1978. 1. 17, 77도2193 (패싸움 사건), 상해치사] 갑과 을 등은 A의 패거

리와 패싸움을 하여 서로 치고 맞고 때리던 , 을이 칼을 사가지고 와서 A의 

패거리 가운데 B를 죽일 생각 없이 찔 으나 B는 칼로 찔린 상처로 인하여 사

망하 다. 

이에 하여 “패싸움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 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다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고 시하 다.

2. 강도 － 강도치사의 유형

[  1988. 9. 13, 88도1046, 강도치사] “강도의 공범자  1인이 강도의 기회

에 피해자에게 폭행 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에 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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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동정범의 과실행 사례의 가벌성 검토순서

1. 한 결과에 한 고의 살인죄나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 공동의 살해행 가 있는가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례들에서 나타나는 

형 인 사례는 실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공동정범  한 사

람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살해의 고의 없이 가해행 를 하 는데 도 에 상황

이 고조되어 피해자를 살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나머지 공동자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하여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는가 하

는 문제이다.

공동자의 객  범행기여는 상호귀속의 원리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을 가능

 하여 주지만,7) 그러한 귀속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행 기여에 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여기에서 우선 살해를 직  행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

자도 ―그에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살인죄 혹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먼  확인하게 된다. 우리 례는 표 으로 

[  1991. 11. 12, 91도2156]에서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하기 하여는 강도의 뿐만 아니라 살인의 에 한 고의의 공

동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을 명확히 하고 있다.8) 이러한 한 결과에 한 고

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 귀속 여부는 이론 으로는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 주  구성요건의 존부에 한 확인은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례 에서 과실행에 한 견가능성만으로 한 결과에 한 고의

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외  례인 [  1984, 2. 28, 83도3162]는 한 결과

발생에 여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과행 에 한 과실만으로 고의책임을 인정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9) 즉 견가능성은 과실책임을 근거지우는 표지이지 

고의책임을 근거지우는 표지가 될 수 없으며, 고의책임의 인정여부를 행 자의 

견가능성에 의하여 결정하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무 지게 된다.10) 그런데 

 7) Vgl. Kühl, AT, 5.Aufl., 2005, §20 Rn.100; Wessels/Beulke, AT, 36.Aufl., 2006, Rn.526.
 8) 서보학, 전게논문, 70면; 손동권, “공범의 착오, 특히 공동정범 사이의 실행행위의 착

오”, 안암법학 제17호, 2003, 67면. 
 9) 김성돈. 형법총론, 2006, 702면 참조.
10) 서보학, 전게논문, 7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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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공모하 으나 다른 공동자가 강도상해를 행한 경우 우리 례는 일반

으로 ― 과부분에 한 (최소한의) 미필  고의나 심지어 견가능성에 해서

도 언 함이 없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11) 이에 하여는 강

도를 공모하면 폭행에 한 고의의 공동이 있는 것이고, 다른 공동정범자가 폭행

을 하게 되면 상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나머지 공동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분일 것이므로, 상해에 해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

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례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견해도 있다.12) 그러나 설사 강도살인죄의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경우에 행

수단인 폭행이 가지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에서 공동정범 인정

의 일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강도상해죄의 경우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정범자 사이에 사실상 

상해에 한 미필  고의나 암묵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만, 

그러한 미필  고의나 암묵  합의도 구체  사례에서 확인되어야 한다.13)

2. 부진정 부작 범의 성립여부 ― 부작 에 의한 살해행 가 있는가

한 결과에 한 공동의 범행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경우에 따

라서는 살해행 를 직  행하지 않은 공동자에게 ―직  실행하는 다른 공동자

의 살해행 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작 범(동시범)이 

성립할 수는 있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증인  지 는 공동으로 행한 

선행 상해행 가 법익침해를 심화하고 확 할 특별한 험을 발생시켰다는 에

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4) 물론 이러한 보증인  지 는 개별사례에서 

근거지워져야 할 것이다. 한 결과발생에 한 인식과 인용 즉 고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동정범의 과실행 사례에서 과행 를 하지 않은 공동자에게 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지 가 인정되는가에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

11) 대판 1998. 4. 14, 98도356; 1990. 10. 12, 90도1887; 1990. 12. 26, 90도2362; 1988. 
12. 13, 88도1844; 1987. 5. 26, 87도832; 1983. 3. 22, 83도210; 1981. 7. 28, 81도
1590 등.

12) 홍성무, “강도살인죄와 공동정범”, 법원 례해설 제16호, 1992, 738면 이하. 
13) 서보학, 전게논문. 73면.
14) Kudlich, “Anmerkung zu BGH, Urt. v. 19. 8. 2004 - 5 StR 218/04”, JuS 2005, 569; 

Heinrich, “Anmerkung zu BGH, Urt. v. 19. 8. 2004 - 5 StR 218/04”, NStZ 200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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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나 독일에서는 학설의 립이 있다. 우선 다수인이 상해를 공동으로 하

는데 이로 인하여 ‘사태가 고조되어’ 그  한 사람이 범행계획을 과하여 고의

의 살해행 로 나아가는 경우, 다른 공동자들은 보증인으로서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15) 그러나 선행행 는 이 경우 구체 인 결과발생의 

험을 야기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동의 상해행 가 다른 사람을 고조시켜 사망

야기 행 가 가지는 험을 증 시켰어야 한다는 의미이다.16) 그 근거로 제시되

는 것은 법익보호의 인데, 이미 법익침해의 험 있는 행 를 한 자에게 다

시 구조행 를 하여 그 험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익보호의 목 이 

여 히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17) 한 여기에서와 같은 공동정범의 경우 문제되

는 것은 그 부작 가 규범  에서 극 인 결과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이지, 

행 자 자신의 작 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선행행 에 의하여 결과발생에 조건을 부여한 자에게 다른 공동자에 

의한 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보증인  지

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미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살해행 를 한 후에 행 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에 부가하여  다른 형벌을 가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보

증인  지 를 인정하게 되면 작 범을 부작 범으로 환하게 되고, 결국 행

자 자신의 작 와의 동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18) 한 과잉행 자의 자기

책임 원리에 비추어 보증인  지 의 인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19) 

결국 이는 극  작 의 에서 살인죄에 한 공동의 범행결의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부작 범으로 이론구성을 함으로써 한 결과에 한 고의범

처벌이라는 가벌성을 확보하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15) Roxin, AT II, 2003, §32 Rn.191ff.; Wessels/beulke, AT, Rn.725; MK-Freund, 2003, 
§13 Rn.125f.; SK-Rudolphi, 7.Aufl., 2000, §13 Rn.42a; Schneider, Anmerkung zu 
BGH, beschl. v. 11. 7. 2003 - 2 StR 53/02, NStZ 2004, 92.

16) Schneider, NStZ 2004, 93.
17) Stein, “Garantenpflichten aufgrund vorsätzlich-pflichtwidriger Ingerenz”, JR 1999, 265, 

270f.
18) Otto, “Die strafrechtliche Haftung für die Auslieferung gefählicher Produkte”, FS-Hirsch, 

1999, S. 305f.; Otto,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Verletzung von 
Sicherungspflichten in Unternehmen”, FS-Schreiber, 2006, S. 99, 103.

19) S/S-Stree, 27.Aufl., 2006, §13 Rn.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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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 검토 

이상의 검토에서 사망의 결과에 하여 살해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한 

결과의 귀속과 련하여 상해치사나 강도치사라는 결과  가 범의 성립을 검토

하게 된다. 즉 이 검토단계에서는 주  구성요건의 입증이라는 어려움은 (살인

의 경우보다) 기본 으로 어들게 될 것이지만, 체  이론구성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공동정범의 과잉과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에 한 문제는 바로 이 

단계에서 본격 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a) 공동의 기본행  (상해행  혹은 강도행 )가 있는가

여기서 요한 은 결과  가 범의 이론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결과  가 범에서 기본범죄와 한 결과라는 두 가지 요건을 분리하

여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컨  상해치사죄의 경우 그것이 어

떠한 상해행 든 일반 으로 상해를 공동으로 하 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사망

의 결과를 견가능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고의는 ‘단지 

상해를 공동으로 한다’는 에 하여 미치기만 하면 되고, 사망의 결과에 요

한 모든 사정들은 부 과실의 결과 역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사태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한 결과를 야기한 그 구체  행 는 고의부분에 속

하는 것이다.20) 사망을 야기한 이 구체  행 와 사망의 결과는 단지 병렬 으로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결과는 기본범죄의 구체  

특수한 험의 실 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야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은 종속 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의 이 서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1) 공동정범에 있어서 서로 귀속되는 것은 오로지 공동의 범행계획

에 포함되는 행 들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정범의 요건에 따라 우선 첫 번

째로 기본 상해행 가 서로 귀속될 수 있어야만(행 귀속), 다음으로 형법 제15

조 제2항의 한 결과에 한 과실 련성(결과귀속)이 검토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범죄에 속하는 그 사망을 야기한 상해행 가 공동의 범행계획

을 과하는 과잉으로 평가되면,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다.22) 

20) MK-Hardtung, §18 Rn.57ff.; S/S-Cramer/Sternberg-Lieben, §18 Rn.7; Lackner/Kühl, §18 
Rn.3ff.

21) Sowada, “Zum Mittäterexzess bei §227 StGB”, FS-Schroeder, 2006, S. 628.
22) Radtke, “Ein Schlag mit Folgen”, Jura 199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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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공동정범자가 이 범행계획의 과실행을 견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이 견가능성이라는 과실이, 합의에 반하는 행 를 범행계획에 합치되는 

행 로 만들어  수는 없기 때문이다.23) 따라서 나머지 공동자가 과잉에 한 

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  가 범이 성립된다는 표 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결국 이 기본행 의 귀속 검토단계에서 공동정범  1인의 과잉이 인정되면 공

동정범이 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공동의 기본행 는 있지 아니하고, 그 행 들

은 각자의 단독행 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과잉이 가

지는 의미 내지 기능이다.

(b) 과잉 자체가 가지는 과실유사 성격

그런데 과잉 자체가 과실과 유사한 성격의 척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 때

문에 에서 살펴본 고의 행 귀속과 과실 결과귀속은 이론 으로는 명확히 구

분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분이 곧 애매해진다. 과잉의 단기 이 되

는 범행계획이 공동정범의 모든 행 에 하여 상세하게 정해질 필요는 없기 때

문이다.24) 그러므로 어떤 행 가 범행계획에 합치되어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도 귀

속이 되는가 여부는 평가 으로 결정이 된다. 이와 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견가능한 다른 공동자의 행 는 비록 특별히 인식하지 않

았더라도 공동의 범행결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25) 결국 

우리가 다른 공동자의 행 양식에 하여 시인한다든가 인용한다든가 하여 고의

가 요구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는 단독범의 경우 그 자신의 행 에 하여 요구

되는 고의의 요건인 엄격한 의미의 시인이나 인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 기 때문에 과잉의 일반  원칙이 이론 으로는 고의와 련된 역이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애매한 역을 가지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다수

인이 범죄에 참가하는 경우에 다른 참가자의 행 에 한 고의는 컨  ‘공동정

범 고의의 요건’이라는 명칭으로 일반 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법 이 경험칙에 따라 구체 으로 심증을 형성해가는 범죄사실이라

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 귀속으로서의 공동정범의 과잉 문제를 살펴보

기로 한다.

23) Puppe, “Der gemeinsame Tatplan der Mittäter”, FS-Spinellis, 2001, S. 926f.
24) Roxin, AT II, 2003, §25 Rn.196; Otto, AT, 7.Aufl., 2004, §21 Rn.60; Kühl, AT, 5.Aufl., 

2005, §20 Rn.117f.
25) 대표적으로는 S/S-Cramer/Heine, §25 R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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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정범의 과잉 － 공동행 로의 귀속여부

(공동의 상해행  내지 강도행 인가)

A. 공동의 범행결의의 과실행

공동정범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범행을 실행할 때 ‘공모한 범행계획과 다른’ 행

를 한 경우에는26) 그 행 와 결과를 공동정범의 원리에 따라 다른 공동자에게 

불법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데 이를 공동정범의 과잉이라고 한다. 표 인 로

서 이러한 공동정범의 과잉은 다른 공동자와 공모한 구성요건과 다른 구성요건

을 실 한 경우에 ―비록 공모한 행 의 효과가 어느 정도 향을 미쳐 발생했

다고는 하더라도― 인정된다. 범행계획에 반하여 증가시킨 불법은 다른 공동정범

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데 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정

범의 과잉이라는 개념의 기능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한계지우는 데 있다. 그런데 

공동정범의 과잉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공동의 범행결

의를 과실행하는 행 가 모두 과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물론 ‘범행

계획과 다른 행 인가’라는 평가가 공동정범의 과잉여부를 단하는 출발 이 된

다. 여기에서는 우선 범행계획이 무엇인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때 무엇

을 기 로 범행계획을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그러한 범행계

획과 어느 정도 달라야 과잉으로 평가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B. 범행계획의 단기

범행계획은 무엇을 기 로 단하는 것인가? 컨  상해의 공동정범자가 공

모에 반하여 칼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같은 구성요건 내에서 범행계획과 다른 행

를 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과잉이 인정되는가? 어느 공동정범자가 공동의 

범행계획과 다른 행 를 실행하 지만 그것이 여 히 공모한 범행에 속하는 것

인지 아닌지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하여는 두 가지 기 이 있

을 수 있다. 하나는 공동정범자  한 사람이 행한 행 가 ―범행계획을 범죄구

26) 고의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입장은 신동운, 형법총론, 590면.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진다(배종대, “사법개
혁과 판례개혁”, 고려법학 제47호, 2006, 5면 이하; 배종대, 형법총론, 728면; 서보학, 
전게논문, 66면 이하;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616면; 손동권, 전게논문, 68면 이하; 
손동권, 형법총론(제2개정판), 2005,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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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상해죄)에 따라 평가하여― 공모한 행 와 동일한 행 에 속하는지 다른 

행 인지를 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 으로 동일한 형태의 불법에 

해서는 이를 과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여 히 범행계획을 기 로 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구성요건 으로는 불법이 서로 상이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정도의 과실행은 요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것이다(구성요건 기 설). 

다른 하나는 범행계획을 구성요건(상해)이 아니라 생활상의 사태에 따라 단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해의 목 을 실 하는 행 에는 ―신체와 생명을 태화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구체  사례에 따라 수많은 행 양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해행 의 방식들은 공동의 범행계획과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고, 그 지 아니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27) 결국 공동정

범자  한 사람에 의해 사망을 야기한 ‘칼을 사용한 행 ’가 ‘공동으로 의욕한 

상해행 ’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요하게 된다(비구성요건 인 개별  

범행양식 기 설).

공동정범의 과잉에서 요한 것은 다른 공동자가 인과경과와 결과에 하여 

착오하 다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다른 행 를 행한 공동자에 의하여 객 인 

상호귀속 련성이 깨어졌다는 것이다.28) 공동정범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을 의도

으로 벗어났다면, 다른 공동자의 행 를 자신의 불법으로 귀속시켜 주는 공동

정범의 토 가 제거⋅상실된 것이다. 과실행자는 다른 공동자와 합의한 불법내

용을 자기도 실 하려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공동정

범자가 과실행을 견했거나 견가능했던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한다.29) 범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범행계획과 상이한 행 란 존재할 수 없다. 범행

계획은 합의된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때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행 방식에 하여 공동자가 어떻게 생각하 는가 하는 이 기능하게 

된다. 결국 구성요건이 범행계획의 의미확정에 있어서 기 이 될 필요는 없는 것

이다.30) 이는 구체  행 양식이 가지는 험성의 차이에 한 문제이다.31)

27) Puppe, FS-Spinellis, S. 934f.
28) Altenhain, Die Strafbarkeit des Teilnehmers beim Exzeß, 1994, S. 110.
29) Puppe, FS-Spinellis, S. 936.
30) Puppe, FS-Spinellis, S. 936.
31) Sowada, “Die erfolgsqualifizierten Deilikte im Spannungsfeld zwischen Allgemeinem 

Teil und besonderem Teil”, Jura 1995,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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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과잉으로의 평가에 있어서 단기

1. 유형화된 기

(a) 기본범죄행 의 험제한에 한 구체  공모 (폭행이나 상해의 방식제한 

합의)

실행행 의 험을 제한하기 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는 공동정범 과잉의 

인정근거가 된다. 다른 공동자가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 인 과실의 척도에 따라) 견가능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과잉

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32) 다수인이 강도를 행함에 무기를 휴 하지 않기로 

합의하 는데 그 의 한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이를 발사하여 강도  피해자

를 살해한 경우에, 나머지 공동정범에게는 ―설사 그 공동자가 그 합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모에 반하여 휴 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견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강도치사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 은 강도죄와 같

이 성공을 해서는 비와 계획 그리고 력이 특히 필요한 범죄의 경우에만 

타당할 것이라는 에서, 그 용범 가 매우 제한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

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이나 상해 그 자체가 목 인 경우에는 (다수인이 참가

하게 되면 그것이 자제되지 않고 집단  역동성에 따라 강화된다는 행 구조를 

고려하여) 구체 인 합의가 결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의 한

계에 한 합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망을 야기하는 행 에 하여 아주 

정확한 인식은 요구되지 아니한다.33)

(b) 과실행의 견가능성 여부

① 과잉부정설 － 과행 에 한 견가능성 요구설

어느 공동정범자의 과실행이 구체  사정을 고려할 때 견가능한 경우에, 

이는 다른 공동자에게는 공동정범의 과잉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견해이다.34) 

이 견해는 과실행을 하지 않은 공동자는 다른 공동정범자의 과행 를 자신

의 주  결의에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다

32) Sowada, FS-Schroeder, S. 629.
33) Thoss, “Erlaubte Tötung trotz versuchter Rache”, Jura 2005, 131.
34) S/S-Cramer/Heine, §25 Rn.95; Streng, “Die Strafbarkeit des Anstifters bei error in 

persona des Täters (und verwandte Fälle)”, JuS 1991, 916; Altenhain, “Die Strafbarkeit”,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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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동정범자의 과행 에 한 인식과 인용은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에 한 

견가능성만 있으면 과잉이 부정되고 따라서 과실행에 한 공동정범의 성립

이 인정된다.

② 과잉 정설 － 과행 에 한 인식과 인용 요구설

과행 에 한 견가능성이 있으면 과잉이 부정되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면, 이는 공동정범은 각 공동정범자의 범행결의가 미치는 범  내에서 성립한다

는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 하는 입장이다. 즉 과잉부정설은 공동의 범

행결의의 인정근거 즉 공동정범의 인정근거로서 과실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35) 물론 객  사정(여기에서는 견가능성)에서 

주  요소의 존재여부를 단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과잉을 부정하기 

해서는 다른 공동자의 과행 를 자신의 범행결의로 시인하고 받아들 어야 

한다. 즉 다른 공동정범자가 행한 사망을 야기하는 구체  행 를 인식⋅인용하

을 때 즉 그 행 에 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과잉이 아닌 것

이다. 견가능성이라는 객  요소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기 으로 하여 단되

는 공동정범의 과잉여부 확인에 합하지 아니하다. 

(c) 동가치  과실행

공동정범자가 합의된 범죄실행행 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강도나 험성에

서 동가치 인 다른 행 를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과잉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는 것이 독일의 일반 인 견해이다.36) 그러나 공동의 범행결의에 포함된 것과 

동가치 이라는 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오직 

범죄에 한 법률상의 표지와 련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구성요건  불

법기술 이외의 사정들( 컨  양형상 고려되는 피해의 정도) 한 고려되는가 하

는 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정범의 기 로서 공동의 범행결의는 분업 이고 

동일한 서열의 행 실행에 한 것이고 따라서 불법표지만을 고려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동자  한 사람의 결의가 단순상해행 인데 다른 공동

자는 상해행 를 했다면, 이는 동가치 인 과실행이라고는 볼 수 없어 과잉

35) 손동권, 전게논문, 65면 이하: 서보학, 전게논문, 71면 이하. 그리고 Maurach/Gössel/ 
Zipf, AT II, 7.Aufl., 1989, §49 Rn.58. 

36) 대표적으로는 Schönke/Schröder-Cramer/Heine, §25 R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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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어야 한다.37)

(d) 실행자의 결정에 맡겨진 범행계획

범행계획이 장래에 공동실행자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미결정으로 남겨진 범행계획의 부분들은 결

국 공동행 자들의 범행결의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들

은 처음부터 공동정범자들의 범행결의에 그러한 형태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38) 컨  갑과 을이 공원에서 노 의 핸드백을 날치기하기로 합의하 는

데, 실행에 나아가 갑이 탈취하려고 할 때 노 가 항하므로 갑은 그 항을 억

압하기 하여 폭행을 하 다. 여기서 범행계획이 핸드백을 탈취하기 하여 긴

한 경우에는 폭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을에

게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39) 한 공동정범자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가기

로 하 는데 그 몽둥이를 사용할 것인가에 하여는 명시 으로 합의한 바가 없

을 경우, 어느 공동자의 몽둥이 사용은 다른 공동자에게 과잉으로 평가되지 아니

한다. 몽둥이의 사용은 행 자가 구체 으로 결정할 것으로 정되어 있는 범행

계획이기 때문이다.40)

2. 일반  기  － 범행계획과의 본질  상 성 

범행을 실행하는 행 의 수행방식이 공동의 범행결의와 다른 것인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제1차 인 기 이 되는 것은 발생한 범행결과가 공동의 범행결

의에 포함되는가 여부일 것이다. 그밖의 범죄실행상의 차이 들은 그것이 공동의 

범행결의와 본질 으로 다른 것인가 비본질 인 상 함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단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의 범행결의가 매우 상세하여 이와 

차이가 나게 된 행 들을 모두 공동정범의 과잉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다. 

컨  무기를 휴 하지만 오로지 박에만 사용하기로 명시 으로 합의하 는

데 공동정범  한 사람이 무기로 박하다가 피해자에게 탄환을 발사하 다면, 

이는 다른 공동자에게는 과잉이 된다.41) 한 칼의 사용을 인용하지만 그 칼을 

37) Feilcke, Der Exeß eines Mittäters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ten, 2002, S. 39.
38) S/S-Cramer/Heine, §25 Rn.95; Kühl, AT, §20 Rn.118.
39) Kühl, AT, §20 Rn.118; Otto, “Täterschaft, Mittäterschaft, mittelbare Täterschaft”, Jura 

1987, 252f. 
40) Jakobs, AT, 2.Aufl., 199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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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 는데 어느 한 공동자가 칼을 사

용하다가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 다면, 이는 다른 공동정범에게 

과잉행 가 된다.42) 이 경우 공동의 범행결의는 단지 상해행 에만 련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살해의 고의로 행하여지는 칼의 사용은 한 범죄의 표지를 충족

하고 따라서 공동의 범행결의를 과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자  한 사람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 하는 모든 경우가 과

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컨  정확히 독약의 분량을 합의하 지만, 공동

정범자  한 사람은 그 분량이면 피해자의 상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 고 다른 

공동자는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인식하고 인용했다면, 후자는 살인죄가 되지만 

자는 상해치사로 처벌될 것이다. 한 장 된 총을 가지고 처형할 것처럼 장하

는 데 합의한 사례에서, 공동자  한 사람은 단지 피해자에게 살해의 공포심을 

야기하려 했고 다른 공동자는 피해자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를 견하고 인용

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3) 즉 일방 인 살해의 고의로 발생한 ‘주 ’ 과잉

은 사망을 야기하는 그 행 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일치하는 한 형법상 요하지 

않다.44) 이때의 불일치는 오로지 공모한 행 의 험에 한 주  단 내지 

발생한 한 결과에 한 내심의 태도에 련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도를 공모하 는데 박을 해 권총을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시인하고, 항

이 있을 때에는 바닥이나 공 을 향해 발포하는 것으로 하 는데, 공동자  1인

이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다면, 박과는 본질 으로 다른 총의 발사

행 이지만 이는 과잉이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과잉이냐 아니냐는 범행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발생시킨 구체  행 에 한 것이다.45) 즉 결과를 

발생시킨 바로 그 행  자체가 공동의 범행결의를 본질 으로 과한 경우에 과

잉이 인정되는 것이다. 박을 함에 있어서 여 히 공동의 범행결의를 지키고 있

기 때문에 사망을 야기한 구체  행  자체는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6)

41) Baumann, “Täterschaft und Teilnahme”, JuS 1963, 90. 
42) Altvater, “Anmerkung des BGH zu den Tötungsdelikten”, NStZ 2001, 21.
43) Vgl. Puppe, AT I, 2002, 10/23ff.; Fahl, “Anmerkung zu BGH, Urt. v. 26. 2. 1997 - 3 

StR 569/96”, JA 1998, 9ff.
44) Heinrich, NStZ 2005, 96; Tröndle/Fischer, 54.Aufl., 2007, §227 Rn.10.
45) Feilcke, Der Exzeß, S. 74.
46) Feilcke, Der Exzeß, 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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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공동정범의 과잉여부 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 이 되는 공동의 

범행결의(계획) 내지 공동의 고의에 해서 그 개 성 혹은 불명확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이다. 공동정범의 실태를 보면 구체  범행양상이 많든 든 각 공동행

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 당 의 합의에 반드시 구애되지 않은 공동행 자에 

의한 외견상 과잉으로 보이는 결과도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다른 

공동행 자의 암묵  시인의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47) 이러한 제에서 

의 여러 기 들을 요약하면 결국 요한 것은 ① 과실행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서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그것이 본질 인 과 내지 과잉으로 평가되지 아니

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한 결과도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②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 에 하여 다른 공동자에게 고의(시인 내지 인용)가 있으

면 역시 과잉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 결과도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

될 수 있다는 이다.

D. 공동행 로의 귀속 구조 

1. 기본행 를 공동으로 한 것인가, 각자 단독으로 한 것인가 

－ 범행계획의 행 귀속제한 기능

과잉으로 평가되는가 여부에 있어서 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례는 살해의 

고의가 히 높은 험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하는 

상해행 를 공모한 상기 처형 장 사례에서 총을 발사한 공동자가 미리 몰래 총

에 탄환을 장 하고서 의도 으로 피해자를 사살한 경우라면, 그 행 는 단지 

( 자놀이에 총을 고 있는) 행 의 외형상으로만 공동의 범행계획에 일치하지, 

그 의미에 있어서는 공동의 범행계획과 다른 것이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

하는 행 를 행한 공동자에 하여 다른 공동정범자의 권총발사행 가 과연 공

동의 상해행 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험을 독단 으로 완 히 변

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의 귀속을 근거지워 주는 토 가 깨어진 것

으로 보아야48) 할 것인가?

47) Baumann/Weber/Mitsch, AT, 11.Aufl., 2003, §29 Rn.108; Kühl, AT, §20 Rn.118; 
LK-Roxin, 11.Aufl., 1992, §25 Rn.175.

48) Puppe, FS-Spinellis, S. 936. 위험이 동일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Jakobs, AT,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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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례들은 원래 공모하 던 폭행이나 상해가 ‘극심하게 강화되어’ 공동자 1

인이 살해행 를 한 것인데, 우리 례와 학설은 이 살해행 를 폭행⋅상해의 

‘단순한’ 계속  행 로 의욕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 히 공동의 

상해행  혹은 공동의 강도행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해 혹은 강도를 공

모했고 실행으로 나아가 살해행 까지 이르 으므로, 그 살해행 는 반이 공동

의 상해행  혹은 공동의 (강도)폭행행 라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다른 공동정

범자에게도 피해자를 그 공동자가 살해한 데 하여 함께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형사정책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그 공동자가 

‘범행계획과 일치되는 한계’를 과하 는가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다. 공동자들은 다른 공동자들의 구체 인 행 방식( 컨  칼로 른다, 머리에 

총을 쏜다, 목을 조른다)에 하여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할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공동자가 행하는 동일한 하나의( 컨  머리에 총을 쏘는) 행 를 상

해행 로서 시인하고  동시에 살해행 로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행 의 객 이고 주 인 의미내용이 으로 오로

지 ‘공동으로 의욕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 라면, 그러한 행 는 범행

계획 밖에 있는 것이다.49)

이에 하여는 두 가지 비 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계획은 그 내용이 구성요건을 기 로 확정되는 것이지 실제 생활상의 

사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행 자는 상해

죄의 구성요건이나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공동으로 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통상 으로는 칼로 른다, 주먹으로 구타한다 등의 공동의사가 보이는 것뿐이

다. 범행계획의 단기 로서 구성요건을 드는 것은 비 실 이기도 하다. 다음

으로 살인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는 소 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라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에서의 비 에도 불구하고, 요한 것은 어

떤 구체  행 의 범행계획과의 일치 여부는 오직 단일하게만 단될 수 있다는 

이다. 고의 살해행 는 더 이상 공동으로 의욕한 상해⋅폭행행 의 단순한 연

속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른 공동정범자의 고의 살해행 는 그 객

인 의미로 볼 때 단지 그 자의 목표지향 인 살해행 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만약에 이 살해행 가 여 히 범행계획에 

일치하는 공동의 상해행 라고 보려면, 이 행 가 명백히 살해의 성격을 가짐에

49) Sowada, FS-Schroeder, S.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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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살해고의를 포함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50) 그리고 

공동자의 이 살해행 를 그의 독단 인 행 라고 본다면, 공동의 상해행 라고 

평가될 수 없다.51) 강도를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한 후 공동정범자  한 사람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강도살인죄 사례에서, 강도의 다른 공동자는 폭행을 시

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이를 공동의 강도행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른 

공동자의 강도행 는 단독의 강도행 가 될 뿐이다.

2. 례와 학설의 입장 － 공동의 기본행 인가의 귀속검토 단계 무시

우리 례와 학설은 공동정범의 과잉사례에 있어서 나머지 공동자에게 상해를 

공모하고 함께 실행에 착수한 이상 어도 기본행 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

다. 이러한 은 사태가 진행되어 공동정범자  한사람이 독단 으로 고의 살

해행 를 했더라도 여 히 공동의 상해⋅폭행행 라는 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

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이는 공동정범자  한 사람의 과잉문제는 결국 다른 

공동자에게는 결과귀속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인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행 에 

한 한, 단지 상해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공동정범자의 

과잉도 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의 결과에 요한 모든 사정들은 부 과실 

결과 역으로 미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이 구체  행

도 ―당연히 공동의 기본 상해행 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결과의 귀속에서 검

토된다. 그 기 때문에 결과  가 범의 성립요건에서 한 결과의 귀속 검토는 

―이와 같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요한 모든 사정들이 부 이 역에 고려되기 

때문에, 부분 정될 것이므로― 그 성립을 제한하기가 무척 어렵게 될 것이

다. 이러한 태도는 귀속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강조 이 쏠리게 된다.

표 으로 [  1993. 8. 24, 93도1674, 상해치사]에서는 “그 살인행 나 치

사의 결과를 견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왜 ‘살인행 나 치사의 결과’를 견가능하다는 표 이 

나왔을까? 이에 하여 “결과  가 범에서는 치사나 치사에 한 견가능성은 

문제될 수 있어도 살해나 살인행 에 한 견가능성은 문제될 수 없다는 에

서 정확한 표 이 요구된다”는 비  지 이 있다.52) 물론 이러한 지 은 

50) Vgl. Puppe, AT II, 2005, 10/6ff., 12.
51) Sowada, FS-Schroeder, S. 633
52) 서보학, 전게논문, 62면 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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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타당하다. 법원이 의식 으로 그런 표 을 사용하 다고는 생각할 수 없

지만, 그 뒤에는 그런 표 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법원의 공동정범의 과잉사

례에 한 이해구조 내지 과잉에 한 개념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

다. 즉 공동정범의 과잉을 결과의 귀속문제로 념하여, 사망의 결과에 요한 

모든 사정들을 이 역으로 미루어 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살인‘행 ’나 치

사의 ‘결과’를 견가능하다는 이 문구는 법원 자신의 이해에 따르면 나올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 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 든 통설과 례는 

어도 논리 으로는 나름 로 일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동자 1인이 행한 살해의 과행 가 양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공동자들이 개별 으로 상해치사의 죄

책을 질 수 있다는 일부견해53)는 이와 달리 공동정범의 과잉을 공동행 의 귀속

이라는 에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개별 으로’ 

결과  가 범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때의 기본 상해행

는 여 히 ‘공동의’ 상해행 라고 함54)으로써, 다시 스스로의 입장을 버리고 

통설⋅ 례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례와 결론은 같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이르러 

가는 과정은 이하다고 한다.55) 그리고 그 과정의 차이는 결과  가 범의 공동

정범 인정여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56) 즉 법원은 기본범죄에 한 공동

의사만으로 개별 인 견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결과  가 범의 공동정

범을 인정한다는 것이다.57) 그런데 공동정범의 과잉을 인정하여 개별 으로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때의 기본행 는 

공동의 상해행 라고 하는 것은 논리 으로 일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그리

고 법원이 개별 인 견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결과  가 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는지도 물론 의문이지만, 공동정범의 ‘과잉’문제는 결과  가 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련이 없는 문제이다.

53) 배종대, 형법총론, 729면.
54) 배종대, 형법총론, 584면(“상해죄의 공동정범”).
55) 배종대, 형법총론, 729면.
56) 배종대, 형법총론, 584면 이하, 728면 이하.
57) 배종대, 형법총론, 584면, 729면; 배종대, 사법개 과 례개 , 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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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가 범의 한 결과귀속 요건 검토

A. 공동정범 과잉 인정시의 효과 

1. 문제의 제기 － 공동 행 귀속의 부정＋ 한 결과귀속의 부정

공동정범의 과잉을 일반 인 결과귀속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본 사례군의 

문제해결을 처음부터 이 단계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공동정범의 과잉을 행

귀속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동자  한 사람의 과실행이 과잉으로 평

가되면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어 나머지 다른 공동자에게는 개별 인 상해행

가 성립되는 것이 된다. 그 다면 결과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면 행 측면에서는 공동의 행 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인 단독행 가 되는데, 단독의 과실행행 에서 나온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그 단독실행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어 나머지 다른 공동자

에게는 각자의 개별행 가 되는데 이러한 다른 공동자의 개별 인 상해행 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시 이 행 자를 개별 으로 결과  가 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는 것인가? 결국 이는 공동정범 과잉에 해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잉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부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가벌성심사는 끝나고 따라서 다른 공동자에게는 개별 으로 상해죄가 

성립될 뿐, 더 이상 결과  가 범으로의 처벌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공

동정범 과잉의 인정은 결과  가 범 처벌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반 로 공동정범자의 과잉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동자에게 결과  가

범의 요건에 따른 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잉이 부정되면 결

과  가 범의 성립이 가능함은 물론이므로) 결국 과잉의 인정여부와 계없이 

모두 결과  가 범의 결과귀속 요건을 용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는 공동정범

의 과잉이론의 무용론을 의미하는가에 한 논의로 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문제에 해서는 독일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58) 

58) Lackner/Kühl, §18 R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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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입장의 립 

(a) 결과  가 범 성립배제설 － 과잉처리원칙 완 용설 

공동정범의 과실행 사례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공동자의 구체  행

를 다른 공동정범자가 인식⋅인용하고 있었다면 즉 고의가 있었다면,59) 이 경우

는 당연히 과잉이 아니고 따라서 그 한 결과도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될 수 있

음은 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을 야기하는 구체  행 에 하여 인식

⋅인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과잉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범행계획

과 따라서 공동의 범행기여도 결여되는 것이다.60) 이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

키는 행 의 특별한 험성을 기 지우는 사정을 다른 공동자가 인식⋅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이 독일의 례와 다수설  견해라고 할 수 있

다.61)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면 살해의 고의로 사망을 직  야기한 그 

구체 인 행 는 과실행자의 단독행 로 평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히 자신의 단독행 에서 직  발생한 결과는 당연히 으로 그 행

자에게 귀속된다. 그러한 사망의 결과가 살해의 고의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

될 수는 없는 것이다.

(b) 결과  가 범 성립가능설

① 공동의 기본행 를 제로 하는 입장 － 과잉처리원칙 무 설 내지 불 용설

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정범의 과잉에 하여 그 이론구조상의 역을 행

59)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련된 고의(저 
사람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해행위를 한다는 인식 내지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인식 
―만약 그렇다면 이 자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된다―)가 아니라, 사망이라
는 결과를 발생시킨 그 구체적 행위의 위험성을 기초지우는 사정의 인식(상해를 공모
했는데 저 사람이 총을 사람을 향해 겨누어 위험한 행위를 한다)을 말함에 주의하여
야 한다. 

60) Roxin, AT II, §25 Rn.194.
61) 대표적으로 S/S-Cramer/Sternberg-Lieben, §18 Rn.7; MK-Joecks, §25 Rn.206;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und verwandte Erscheinungsformen, 1986, S.253f.;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1999,  
S. 330. 물론 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간단한 지적만이 존재하지,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하여 학설의 형태로 분류되고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다수설이라는 명확한 지적은 Feilcke, S. 80, 96 
(Feilcke 자신은 이 다수설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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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잉문제가 아니라 결과에서의 과잉이라고 념하는 입장에서는 본 사례군을 

당연히 결과  가 범의 한 결과귀속 문제로 악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

에서 공모한 상해를 기본행 로 하여 사망이라는 한 결과의 귀속을 검토하는 

것은 그 나름 로 논리일 된다.62) 그러므로 공동정범의 과잉은 특별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인 결과귀속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례와 학설의 일반  견해라고 생각된다. 독일에

서는 소수설이다.63)

이 입장에 의하게 되면 공동정범의 과잉사례에서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는 

사망을 야기한 행 가 과잉인가 아닌가 여부와 상 이 없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단지 과잉이라는 만을 근거로 공동정범자의 한 사람에 의

한 과실행된 결과는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고 비 한다.

② 다른 공동자의 개별 인 기본행 를 제로 하는 입장 － 과잉처리원칙 제

한 용설

공동정범의 과잉사례를 이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면 이러하다. 공동정범자  

한 사람이 과잉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구체  행 를 하 다. 따라서 다른 

공동자는 그러한 결과발생의 직 인 험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 상해의 험

만을 발생시키자고 합의하 는데 간에 다른 공동자의 과잉으로 인한 고의 살

해행 가 개입되어 직  사망이 야기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잉의 

경우에도 결과  가 범의 한 형벌에 의한 처벌가능성을 열어둘 것인가 하는 

이 논의되는 것이다. 

이 견해는 공동정범의 과잉처리원칙을 용하면 공동정범이 부정되는데, 그 효

과는 공동의 상해행 라는 귀속이 부정된다는 에 있고 결과귀속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 상해행

가 아니라 개별 인 단독 상해행 를 기본범죄로 하여, 한 결과에 실 된 사망

의 형  험이 이 개별 인 단독의 상해행  속에서 확인이 된다면 결과  

가 범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극)

소수설  견해라고 할 수 있다.64)  

62) 대표적으로 이러한 논리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신동운, 형법총론, 591면.
63) Freund, AT, 1998, §10 Rn.173; Feilcke, Der Exzeß, 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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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  검토

결과  가 범 성립배제설의 입장 배후에는 결과  가 범의 성립을 제한하겠

다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결과  가 범의 결과책임  성격으로 인한 지나치

게 과도한 공범처벌을 과잉이론의 용을 통하여 제한하겠다는 것이다.65) 공동정

범에 있어서 서로 귀속이 되는 행 는 오로지 공동의 범행결의에 포함되는 행

들만이다.66) 공동정범자  한사람이 과잉으로 나아갔다면 공동정범의 토 는 무

진 것이다. 과잉은 스스로 공모와 다른 행 를 행한 공동자에 의하여 객 인 

상호귀속 련성이 체 으로 모두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범행계획

을 의도 으로 벗어났다면, 다른 공동자의 행 를 자신의 불법으로 귀속시켜 주

는 공동정범의 토 가 상실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으로 과실행의 살해행

에서 발생한 사망의 결과에 하여 이를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고 생각된다. 결과  가 범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법정형이 높아도 극도로 높은 

우리의 입법 실과 결과  가 범의 성립요건이 아직 충분히 엄격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학계 실을 고려할 때, 과잉이론에 결과  가 범의 성립제

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  가 범 성립배제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B. 공동정범의 과잉 부정시의 효과 - 결과  가 범 성립가능 

1. 다수인의 범죄참가의 경우 결과  가 범 성립의 주  요건

공동정범의 과잉과 련되어 이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본 

사례군에서 공동정범의 과잉이 부정되는 자에게는 결과  가 범의 성립이 가능

하다는 데 하여는 이론이 없다. 즉 어느 공동자  1인이 사망을 직  야기하

는 그 구체  행 를 나머지 공동자가 인식⋅인용하는(고의 있는) 경우 이때는 

과잉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이 나머지 다른 공동정범자에게 결과  가 범의 성

64) 박상기, 형법총론(제6판), 2004, 307면; 배종대, 형법총론, 584면, 729면. 그런데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배종대, 형법총론, 584면에서는 상해죄 부분의 공동정범은 인정함
으로써 결국 ‘개별적으로 공동의’ 상해행위를 기본범죄로 하여 상해치사의 성립가능성
을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에서는 Haft, AT, 
9.Aufl., 2004, S. 208; Baumann/Weber/Mitsch, AT, §29 Rn.110.

65) Sowada, Jura 1995, 648.
66) 김성룡,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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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가능하고, 인식 인용(고의)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  가 범이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견해와 이때에도 그 성립가능하다는 견해가 립하고 있음을 에서 살

펴보았다. 이는 결국 공동정범과 같은 다수인의 범죄참가형태에서 결과  가 범

이 성립되는 요건으로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망을 발생시키는 그 

구체 인 타인의 행 에(결과에 해서가 아니라) 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

다.67) 이때의 고의는 구체 인 행 방식을 정확하게 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족하다.68)

2. 결과를 직  발생시킨 다른 공동정범자의 행 의 특별한 험성을 기 지우

는 사정의 인식 － 직 성의 인식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모순 내지 부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결과  가

범의 성립요건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면, 다수인의 범죄참가의 경우 역시 단독

범과 동일하게 사망의 결과에 한 견가능성 이외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

다. 그런데 공동정범의 과잉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면, 사망의 견가능성 이외

에 이와 같이 강화된 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  가 범의 성

립을 인정한다는 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제 우리는 

일반 으로 결과  가 범의 성립에 요구되고 있는 한 결과에 한 견가능

성의 요건은 과연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본 사례군에서 

직 으로 사망의 험을 발생시킨 공동정범자의 구체 인 행 (즉 직 성)에 

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즉 인식⋅인용 있는) 경우에, 결과  가 범의 

한 결과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다. 즉 구체 인 

사망의 결과에 직  실 되지 않은 험만을 창출한 다른 공동정범자에게 결과

 가 범의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어도 직 으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공동자의 구체 인 행 의 험성을 기 지우는 사정을 인식하고 인용한 

경우여야 하지 않은가 하는 지 인 것이다. 이 게 본다면 공동정범의 과잉처리

의 원칙은 ―결과  가 범의 높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제한하려고 하

는― 직 성원칙의 주  측면에서의 반 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69) 

67) Heinrich, NStZ 2005, 96;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251ff.; S/S-Cramer, 
§18 Rn.7.; Köhler, Beteiligung und Unterlassen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am 
Beispiel der Kö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227 I StGB), 2000, 59면. Vgl. Kudlich, 
JuS 2005, 570.

68) Sowada, “Die Gubener Hetzjagd”, Jura 2003,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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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한 결과를 직 으로 발생시킨 행 를 직  스스로 하지 않았는

데도 다른 공동자에게 그 결과에 하여 결과  가 범의 한 형벌을 과하려면, 

그러한 객  사정을 보완해 주는 장치로서 사망을 야기한 직  행 의 험

성을 기 지우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 인 요소가 요청되는 것이다. 

한 결과를 자신이 직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행 의 공동정

범자로서 그 한 결과에 하여 죄책을 부담하려면, 다른 공동자의 사망야기 행

를 시인하고 감수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단지 결과에 한 견가능성만으

로는 결과  가 범의 성립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70) 견가능성은 단지 

과실범처벌을 근거지울 수 있을 뿐이다.

Ⅴ. 결론 － 공동정범의 양  과잉에 있어서 결과  가 범의 

성립 부정

종래 우리 학설과 례는 공동정범자  한 사람의 과실행으로 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를 단지 결과  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는가 하는 결과귀

속의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과를 야기한 구체  ‘행 ’가 과잉

인가 아닌가 여부와는 실제로 아무런 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 기 때문에 공동

정범자  한 사람에 의하여 야기된 한 결과는 다른 공동자에게 양  과잉을 

근거로 귀속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잉처리의 원칙은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

는 것이었다. 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견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잉

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이 아니라는(즉 가상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통설과 례는 과잉의 개념을 ‘결과’의 과잉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드러난

다. 그리하여 과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결과를 기 으로 단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정작 공동정범의 과잉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내리는 목에서는, 공동정범의 

과잉이란 공모의 범 를 벗어난 과실행이며 따라서 과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69) Köhler, Beteiligung und Unterlassen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S. 61; Sowada, 
Jura 2003, 558; Feilcke, Der Exzeß, S. 84. 

70) LK-Schroeder, 11.Aufl., 2003, §18 Rn.17; SK-Horn/Wolters, 7.Aufl., §227 Rn.9. 그리
고 Duttge, Zur Bestimmtheit des Handlungsunwerts von Fahrlässigkeitsdelikten, 2001, 
27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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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범행결의(계획)를 기 으로 단된다고 함으로써 여기서는 과잉의 개념을 

‘행 ’의 과잉으로 악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의 개념에 

한 설명으로는 후자의 이 옳다고 생각된다. 공동정범의 과잉이라는 개념은 

행 의 과잉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결과와 련되어지는 개념은 아닌 것이

다. 즉 공동자의 어떤 행 가 공동의 범행결의와 합치되는가 여부에 따라 그것이 

과잉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서로 귀속이 되는 행 는 오로지 공동의 범행계획에 포함

되는 행 들 만이다. 이러한 범행계획을 본질 으로 벗어난 행 를 행한 공동정

범자는 더 이상 다른 공동자와 합의한 불법내용을 함께 실 하려고 한 것이 아

니다. 공동정범의 과잉으로 다른 공동자의 행 를 자신의 불법으로 귀속시켜  

공동정범의 기반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과잉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부정되고 

따라서 과실행 행 는 그 자의 단독행 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도 

으로 과자의 작품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정범의 과잉이 갖는 

효과이다. 이와 같이 공동정범의 과잉이론은 원래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

되는 결과  가 범으로의 처벌을 배제하기 한 이론기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과잉이론은 다수인의 범죄참가에 있어서 결과  가

범의 성립요건과 련하여 직 성의 인식이라는 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보여 진다. 과잉에 한 견가능성만으로는 단지 과실범으로의 처벌만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것이지, 결과  가 범의 성립을 근거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

다. 결론 으로 공동정범의 양  과잉의 경우 ― 견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한 결과에 한 결과  가 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공동정범의 과잉, 결과  가 범, 견가능성, 기본행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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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Mittäterexzess und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71) Yong-Sik Lee
*

Bislang in Korea wird sehr knappe Aufmerksamkeit dem Problem der 

Anwendbarkeit erfolgsqualifizierter Straftaten in Fällen grunddeliktischer Mittäterexzesse 

beigemessen. So wird bei einem Exzess des einen Täters der andere Mittäter als 

wegen erfolgsqualifizierter Straftat strafbar angesehen, wenn er bezüglich des 

Erfolges fahrlässig gehandelt hat, mit dem Exzess also vorhersehbar wäre. I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findet sich lediglich diese kurze Beschreibung zur 

Frage des Mittäterexzesses bei den erfolgsqualifiziereten Straftaten, ohne jedoch 

die Berechtigung dieser Aussage kritisch zu hinterfragen. 

Beim vorliegenden Beitrag geht es um die Problematik der Auswirkung eines 

Mittäterexzesses auf die Zurechnung einer schweren Tatfolge im Rahmen einer 

erfolgsqualifizierten Straftat. Es wird dargestellt, warum und welchen Voraussetzungen 

die von einem Mittäter exzessiv herbeigeführte schwere Tatfolge einem anderen 

Mittäter als erfolgsqualifizierte Straftat zugerechnet werden kann.

In der koreanischen herrschenden Lehre und Rechtsprechung betrachtet man bei 

der Mittäterexzessproblematik das Grunddelikt und den schweren Erfolg isoliert. 

Es reicht hier also aus, irgendwelche Basisverletzungshandlung gemeinschaftlich 

zu begehen und den Tod irgendwie voraussehen zu können. Alle für die 

Todesfolge relevanten Umstände werden dem Fahrlässigkeitsbereich zugewiesen.

Aber die konkrete Handlung, die den schweren Erfolg auslöst, gehört noch 

zum Vorsatzteil des Grunddelikt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Mittäterschaft 

werden lediglich die Handlungen, soweit sie vom gemeinsamen Tatplan umfasst 

sind. Die Basishandlung muss im ersten Schritt nach den Maßstäben der 

Mittäterschaftsdogmatik zugerechnet. Wenn diese Handlungszurechnung gemäß der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9.] 공동정범의 과실행과 결과  가 범의 성립 59

Mittäterschaft möglich, dann ist im zweiten Schritt die Erfolgszurechnung anhand 

des erfolgsqualifiziereten Delikts zu prüfen. Erweist sich die Basishandlung im 

Rahmen des Grunddelikts als ein den gemeinsamen Tatplan überschreitender 

Exzess. so scheidet eine Mittäterschaft aus. Das gilt auch dann, wenn für den 

Beteiligten die Tatplanüberschreitung vorhersehbar war. Denn diese Voraussehbarkeit 

macht abredewidrige Handlung nicht zum tatplankonformenen Verhalten. Ein auf 

der Mittäterschaftsebene liegendes Zurechnungshindernis bezuglich der Basishandlung 

kann durch die bloße Voraussehbarkeit der Tatplanüberschreitung nicht ausgeräumt 

werden. Beim Vorliegen des Mittäterexzesses ist die Verantwortlichkeit wegen 

einer erfolgsqualifizierten Straftat ausgeschlossen, obwohl die Voraussehbarkeit des 

Exzesses oder des schweren Erfolges bejaht ist. 

Key word: Mittäterexzess, Erfolgsqualifiziertes Delikt, Voraussehbarkeit, 

Basishandlungszurechn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