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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준강도죄에 대한 연구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준강도는 절도와 폭행·협박의 결합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강

도와 유사한 점이 있고 형법이 준강도 처벌을 강도의 예에 의하도록 하

고 있으나, 강도의 특수유형이 아닌 강도와 차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

라 할 것이다. 

준강도는 강도와 불법과 책임이 다르지만 범행 발각이란 특별한 상황

으로 유발된 폭행·협박 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준강도를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

용형법에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변천이 있었다. 형법은 

절도가 재물탈환항거 목적 외에도 체포 면탈 및 죄적 인멸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도는 절도 기수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보아야 하므로 재물탈환항거 목적만 준강도 성립 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절도 기수범만을 준강도 주체라고 해석할 경우 준강도 미

수범은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강도의 불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폭행·협박만으

로도 준강도를 인정하고 있고, 절도의 미수범도 준강도 주체성을 긍정한

다. 나아가 강도상해, 강도살인에까지 준강도 성립을 긍정하여 처벌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강도와 같은 법정형이 채택되어 



- 1 -

있기에 되도록 성립의 범위를 제한하고 처벌에 있어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 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도 사안에서 배심원 전원 무

죄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유죄 판결로 뒤집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

한 현상은 적어도 시민들의 법감정이 준강도 처벌에 있어 그리 냉랭한 

것만은 아니고 강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강도와 준강도상해에 대한 수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준강도상해에 대한 의미 있는 반대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정책적으로 준강도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와 같이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은 준강도 불법의 총량을 

넘는 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잉처벌만이 일반예방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준강도 법문 개정을 통해 성립 요건 제한과 적정한 

법정형 설정이 필요하다. 

주요어 : 준강도, 강도, 불법, 절도행위, 폭행·협박, 과잉처벌

학  번 : 2016-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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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

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강도죄,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가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범죄이다. 반면 준강도죄는 절

도범이 범행을 들키자 재물 탈환을 막거나 체포 면탈 등을 목적으로 폭

행·협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절도범이 범행 도중 발각된 사정

으로 돌발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문이 형법 제335조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

(재산죄)와 폭행, 협박(신체 및 자유에 대한 죄)의 결합 형식으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같은 요소를 지닌 강도죄와 일견 시간적 선후만 반전된, 유

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준강도죄를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현실에서 범인이 범행을 들켜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는 비단 절도죄에 국한될 것은 아니겠으나, 형법은 유독 절

도에 있어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는 강도상해로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절도범이 체포 위기에 즉면하여 도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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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심리의 자연적 발현이고, 소극적․방어적 행위라는 속성이므로 도주하지 

말고 체포될 것을 형법적 의무로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고, 준

강도상해를 강도상해와 동일하게 처벌함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라는 취지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합헌 

의견으로 일관해 왔으나 반대의견이 없지 않다.

애초에는 재물을 빼앗으려는 생각조차 없던 절도범이 범행 발각 상황

에 즉면하여 충동적, 방어적으로 폭행·협박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강도

범과 다름 없는 신세로 전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절도범이 상해의 결과라도 발생시키는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 되어 

살인죄보다도 높고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조차 선고 

할 수 없는 가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강도죄와의 관계에

서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 및 이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 준강도 성립 

요건 해석 및 미수범 판단기준, 처벌 범위,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도가 

문제된 사안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살펴보고 처벌의 불합리

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하기

로 한다.

제 2 절  본문의 구성

본 논문은 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준강도죄에 관한 쟁점들 중 공범

의 문제를 제외한 준강도 성립 및 처벌에 있어 특히 견해의 대립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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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준강도에 관한 입법 연혁을 고찰을 통

해 조문의 변천을 정리한다. 준강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 입법례

에서도 처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타국의 예도 확인하기로 한다. 형법은 

강도와 준강도를 별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준강도의 처벌을 강도

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준강도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지 문제된다. 또한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므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실무와 학계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 준강도 성립요건 및 

미수범의 판단기준, 준강도의 처벌에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준

강도의 미수범과 관련하여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현재까지

도 미수범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도 처벌 사례 중 특히 배심원의 무

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어 일반 시민과 

법관의 시각 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그간 준강도와 준강도상해에 대해 위헌심사가 수 차례 있

었으므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문제점과 주장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으로 

준강도의 요건 및 법정형 등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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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론

제 1 절  준강도죄 조문 변천1)

1. 의용형법   

1912. 4. 1.부터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일본형법이 의용되

었는데 제239조 혼취강도죄 처벌 규정2)과 별도로 제238조를 두어 “절도

가 재물을 得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체포를 면하고 혹은 죄적

을 인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로써 논한다.” 하

였다.3) 위 제238조는 사후강도죄라고 하여 현행 형법의 준강도죄로 이어

지는데, “절도가 재물을 得하여”라는 문언해석상 절도 기수범만이 준

강도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강도로써 논한다”는 의미는 

강도죄와 모든 관계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함을 뜻하며, 사후강도죄 미수

(제243조)4)는 절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당시

의 학설과 판례 입장이었다.5) 

1) 이 부분은 이창섭, “준강도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65
호, 2006·봄호), 213면~218면을 참조

2) 제239조는 “사람을 昏醉케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자는 강도로써 논한다.”고 하여 
오늘날 강도죄로 이해된다. 

3) 재판자료 제41집 주요 구법령집(상), 법원행정처, 1987, 670면~671면
4) 제235조, 제236조, 제238조 내지 제241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5) 장승두, 형법요강 : 총론·각론, 청구문화사, 1950, 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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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

 

이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준강도 규정(425조)는 “절도재물의 취환(取
環)을 거부하며 체포를 면하며 또는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

박을 행한 때에는 강도로써 논하여 전 2조6)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

다.7) 특히 준강도 법적 효과에 있어 의용형법이 “강도로써 논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강도로써 논하여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표현은 

형법 제335조 법문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 이 당시에도 준강도의 미

수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였다.8) 

3. 1951년 정부 형법초안

정부의 초안 제358조는 “절도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전2조9)의 

6) 제42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며 기타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으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는 강도의 죄로 하여 3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4조   야간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행한다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 기타 위험한 기구를 휴대하며 또는 2인 이상 통모하여 같이 강도를 
행한 자 역시 전항과 같다. 

7) 법무자료 제5집, 일본개정형법가안, 75면
8) 제431조  제420조 내지 제426조 및 제428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9) 제356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357조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믈,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
입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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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10)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 제425조와 크게 

차이는 없다. 종래 ‘취환을 거부하며’를 ‘탈환을 항거하거나’로, 

‘체포를 면하여’를 ‘체포를 면탈하거나’로 하여 동일한 의미 범위 

내 자구 수정이었다. 준강도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전2조의 예에 의한

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335조와 동일하다. 다만 종전과 달리 강도 등 

미수범 처벌 조항인 제365조11)에서 준강도(제358조)를 포함하지 않아 미

수범은 따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후 195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수정안이 나오지만, 1951년 정

부초안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힘들다.12)

4. 제정형법 및 그 이후

1953년 9월 18일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제정형법에서 

준강도 규정인 형법 제335조는 현재까지 법문의 변화는 없다. 다만 제정

형법 당시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어 “전2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으로 

준강도 미수를 인정하다가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제342조에 제335조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의용형법 시기 뿐 아니라 형법 제정 직후에도 준강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정을 전후

하여 학계의 대체적 이해는 준강도를 강도와 비교할 때 절도와 폭행·협

박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10)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74~75면
11) 제365조   제352조 내지 제357조, 제359조, 제360조 전단, 제361조 전단, 제362조 제1

항, 제363조 및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 제363조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제외한다. 

12) 제356조 중 ‘케’→‘하게’, 제358조 중 ‘절도’→‘절도가’, 제365조 중 ‘및’ 
→‘와’로 변동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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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 입법례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사후강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

체적 요건과 처벌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1. 독일

제252조(준강도) 절도 중에 절취한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

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을 가하는 새로운 범행을 행한 자는 강도와 동일

하게 처벌한다.13)14)

현재 독일의 판레와 학설은 강도적 절도를 절도의 가중형태라거나 강

도의 특별한 형태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범죄(delictum suigeneris), 강도 

유사 신분범 (raubähnliches Sonderdelikt)로 파악하고 있다.15) 법문언상 

절도의 기수범만이 범행 주체가 될 수 있고,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리 형법과 달리 재물 점유를 유지하기 위

13) 독일형법, 법무부, 2008. 5, 187면 
14) § 252 Ränuberischer Diebstahl
    Wer, bei einem Diebstahl auf frischer Tat betroffen, gegen eine Person 

Gewalt verütoder Drohungen mit gegenwätiger Gefahr fü Leib oder Leben 
anwendet, um sich im Besitzdes gestohlenen Gutes zu erhalten, ist gleich 

einem Räber zu bestrafen.
15) 이창섭, 앞의 논문,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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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에 제한되고, 체포 면탈과 죄적 인멸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독일 학계에서는 재물탈환 항거 목적 준강도의 경우조차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고 한다.16) 

일반적으로 준강도적 상황 하에서 행해진 폭행·협박은 흥분상태에서의 

반응인데 형법은 그러한 경우 책임을 감경하고 있기 때문이다.17) 또한 

준강도 규정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회의적이라는 점을 들어 가능한 한 제

한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에 점점 찬동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18)

2. 일본 19)

(사후강도)

제238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

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로서 논한다.20)21) 

이를 보면 우리나라 구성요건과 거의 유사하나 법적 효과에 있어 ‘강

도로서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준강도를 강도와 같게 취급하고 있고, 준강도가 고의 또

16) 이창섭, 앞의 논문, 323면
17) 독일 학계의 소개에 대해서는 안동준, “준강도죄의 기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문점 - 指鹿爲馬?”, 법학논총 24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59면
18) 성낙현, “强盜罪에서의 몇 가지 논점”,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8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585면
19) 일본의 준강도 입법례 소개는 정한중, “준강도의 처벌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2013. 8, 224면을 참조. 
20) 일본형법, 법무부, 2007. 12, 96면 
21) (事後強盗)
    第二百三十八条   窃c盗が、財物を得てこれを取り返されることを防ぎ、逮捕

を免れ、又は罪跡を隠滅するために、暴行又は脅迫をしたときは、強盗として

論ず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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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실로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강도치사상죄(제

240조)가 성립한다.22) 강도강간죄와 강도강간치사죄의 주체가 되며, 준강

도예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판례는 준강도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도 강도예비죄 성립을 긍정한다.23) 

그러나 우리 형법이 강도상해, 강도치상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게 해 두었다면, 일

본 형법 제240조는 강도치상 법정형을 무기 또는 징역 6년 이상의 징역

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4) 

3.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형법은  “제131조(준강도) 절도의 현행범으로 발각된 자가 

절취한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가 유지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폭행

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제89조)으로 협박한 자는 6

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폭행이 지속적인 중한 결과를 수

반한 상해(제85조) 또는 사망을 초래한 때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

유형에 처한다”25)고 하여 강도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 법정형을 설정하

고 있다. 

스위스 형법은 “제140조(강도) I. 폭력을 사용하여 또는 신체나 생명

22) 정한중, 같은 곳, 각주 51)에서는 “일본 통설(団藤重光, 刑法鋼要各論, 創文社, 1990. 
95면, 西田典之, 刑法各論, 弘文堂, 2007, 171 면, 山口厚, 刑法各論, 有斐開, 2003. 
234면 등)과 판례(大連判大正11·12·22刑集 l卷, 815면, 最判昭和32·8·1, 刑集 113
卷8号, 2065면)는 강도가 과실 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 또는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강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23) 정한중, 같은 곳.
24) 정한중, 같은 곳.
25) 오스트리아 형법, 법무부, 2009. 12,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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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위협함으로써 또는 당사자를 저항할 수 없게 한 

후에 절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상의 벌금형

에 처한다. 절도 중 현행범으로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

여 제I항에 정한 강요행위를 범한 자도 전문의 형과 같다”26)고 규정하

여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단지 법정형만 같다. 

제3절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죄의 처벌을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의미가 강도죄와 모든 면에서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인

지, 아니면 처벌만을 강도죄, 특수강도죄의 형과 같이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1. 학설의 태도

가. 특수유형설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 강도죄에 있어서는 먼

저 폭행, 협박이 가해지고 재물취득을 하는 구조이나, 준강도죄에서는 먼

저 재물을 취득하고 폭행, 협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

26) 스위스 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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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27)

이는 준강도죄가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등가설 

입장과 연결된다. 

나. 독립범죄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

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이미 획득한 점유의 보유 

내지 방어 등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결

합형식에서 차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라고 한다.28)

이는 준강도죄가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위험성설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한다.  

다.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설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재물 절취의 점에서는 본질이 같으나, 그 수단으

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도죄에서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

건이라는 견해이다.29)30) 

27) 임웅, 형법각론, 제8정판, 법문사, 2017, 373면;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4, 283면; 심재무, “준강도의 본질과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
학회, 2006, 327면, 

2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박영사, 2016, 310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
론, 제8판, 박영사, 2015, 268면~269면;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1, 284면; 
배종대, 형법각론, 제9전정판, 홍문사, 2015, 435면;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338면;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12, 373면;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356
면; 진계호/이존걸, 형법각론, 제6판, 문왕사, 2008, 371면

29)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박영사, 1984, 303면
30)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서 강도죄로 규정하는 형

태의 범죄를 가중절도 형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가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이라는 해석은 김성룡, “준강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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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준강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재산적 가치 뿐 아니라 신체의 안전 및 자

유를 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절취행위와 강요행위(폭행·협박)의 결합 

형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이 재물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준강도에서는 그 수단적 성격이 약하거나 희미해

진다. 준강도는 애초 절도가 목적이었던 경우이고, 후행 폭행행위 목적에

는 재물 탈환 항거 목적 외에도 체포 면탈이나 죄적 인멸 목적까지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유형설은 강도죄와 준강도죄가 모두 절도와 폭행, 협박의 결합범

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 양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준강도 외관상 강도와 유사점이 있더라도 준강도에서 폭행·협박

은 취득한 재물의 계속적 점유 유지와 체포 면탈, 죄적 인멸 등을 목적

으로 하는 행동31)이므로 재물의 영득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양자 

간에는 폭행․협박 목적에 실질 차이가 분명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견해는, 준강도는 절도의 소유권침해

를 초과하여 폭행·협박을 통해 신체의 자유와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라는 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재는 위 견해를 취하는 학자를 찾기 

어렵다32)

독립범죄설은 준강도와 강도죄가 절도와 폭행, 협박의 결합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목적에 있어 상이한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제4호 통권 제4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320면. 
31) 조준현, 앞의 책, 373면
32)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행위주체”, 법학논총 제29집, 단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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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타당하다. 재물 취득을 위한 폭행, 협박에 있어서도 강도죄에서 

그것은 취거를 위한 목표․수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라면, 준강도에서 

폭행·협박은 이미 절취한 물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이고 본능적

인 행위이다. 준강도는 강도죄 성립에 필수인 이중의 인과관계가 성립하

지 않는다.33) 또한 강도와 달리 절도범의 폭행·협박의 상대는 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뿐 아니라 이와 무관한 경비원 등 체포자도 포함된

다.34) 

이러한 점을 주목한다면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확실히 구별되고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렇게 보아야 준강도를 강도와 구별하여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설정한 취

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요컨대 형법이 준강도죄의 처벌을 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준강도죄의 성질과는 무관하며 형법상 모든 점을 강도

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단지 그 처벌에 있어 강

도의 법정형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라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절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근거 

1. 학설의 태도

가. 불법 등가설

33) 조준현, 앞의 책, 373면
34) 조준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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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와 강도죄는 절취행위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죄로, 같은 요소

를 갖고 있으므로 그 불법 내용도 양자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35)

나. 위험성설

준강도죄는 점유유지 목적이라는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와 체포 면탈

이나 죄적 인멸의 목적이라는 특별한 책임 요소로 인하여 강도죄와 불법

과 책임이 다르지만 행위자가 실제로 범행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었다고 

오인하여 폭행·협박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행위자의 

위험성으로 강도죄와 등가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6) 절도행

위자가 범행이 발각된 경우 폭행·협박의 범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별

한 위험상황이 생기므로 여기서 도출되는 행위자의 위험성은 강도와 동

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형사정책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37)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

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

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

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38)고 판시하여 강

35)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0면; 이정원, 앞의 책 338면, 진계호/이존걸, 앞의 
책, 371면

36)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67면
37) 김일수,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고려법학 제44호(2005. 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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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불법이 같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형법에서 체포면탈목적의 준강도를 인정한 취지

는 자연적인 인간본성의 발현 자체에 강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준강도죄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도범인 중 형법 제335조 소정의 행위를 한 

자의 그 죄질이나 위험성을 강도와 같게 보아서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

로 처벌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즉 강도는 먼저 폭행·협박을 사용하

고 그 다음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지만, 준강도는 먼저 재물을 탈취하

거나 또는 이의 실행 중에 폭행·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

문이다”39)라 판시하여 위험성과 불법 모두를 강도와 등가 평가의 근거

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불법등가설은 절도와 폭행·협박의 근접성, 폭행·협박 정도의 동일성

에서 강도와 준강도가 등가이므로 준강도가 강도와 같게 처벌된다고 본

다.40) 이 견해는 강도죄가 절도와 폭행·협박의 실체적 경합범보다 중하

38)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위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준강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한 형사정책적인 이유를 주장

하여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본다. 
39) 헌재 1997. 8. 21. 96헌바9
40) 변종필, “준강도죄의 범행주체-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

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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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벌되는 이유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강취 목적을 달성

하고, 이는 신체의 완전성 내지 의사의 자유 침해를 수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위불법이 가중된다고 본다. 이 경우 준강도가 강도와 

마찬가지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준강도의 불법 내지 책임이 강도와 같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준강도는 강도와 강요와 폭행·협박 결합

이 선후 관계만 바뀌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41) 구체적 

불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준강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가 그 침

해 유지를 위해 재물 소유자의 소유권 추구 내지 체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

는 강도죄와 불법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42) 

위험성설은 절도범이 이미 취득한 도품의 계속적 유지 및 본능적 체포 

면탈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행·협박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다. 즉, 절도범이 범행 발각되었다고 생각할 때 표출할 수 있는 자기 방

어적 본능 및 계속적 점유 유지를 위한 충동에서 비롯된 폭력적 행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중하게 처벌하여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43) 

생각건대, 절도범이 범행이 발각된 상황에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말

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준강도 상황

하에서 절도범의 폭력행위는 일반적으로 강도에 비해 행위반가치와 책임

이 감경된다 할 것이다.44) 특히 절도범이 재물 취득과 무관하게 순수히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에서 흥분상태에서 방어 심리로 폭행·협박을 

41) 심재무, 앞의 논문, 329면~330면
42) 심재무, 앞의 논문, 330면
43) 문채규,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90면
44) Burgstaller, Der Ladendiebstahl und seine private Bekämpfung im österreichischen 

Strafrecht (1981), S. 37; Lewisch, Strafrecht BT I, 2. Aufl. S. 170; Perron, Schutzgut 
und Reichweite des räuberischen Diebstahls, GA 198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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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우라면 불법 가중 요소라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절도범이 직면

한 돌발 상황이 준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형사정책적으

로 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대처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보아야 

한다. 불법등가설은 준강도와 강도의 불법성이 같다고 하지만, 형법은 준

강도 목적을 재물탈환 외에도 체포 면탈, 죄적인멸도 상정하고 있다. 특

히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를 상정

하면 재물 강취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착수하는 사람과 그 불법이 과연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준강도와 강도의 불법 및 죄

질이 상이함을 인지하여야 준강도 성립 확장을 경계하고 처벌의 불합리

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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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무에서 준강도 처벌에 관한 검토

제1절 성립요건

준강도죄는 행위주체로 절도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한 내

에서,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으로, 폭행·협

박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준강도 성립 요건 중 특히 견해가 대립되고 

실무상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는 점을 위주로 검토해 본다. 

1. 주체

 가. 절도미수범

형법 제335조는 주체를 ‘절도’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절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준강도 주체에 있어 절도가 실행에 착수하

였을 것은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서 절도기수범이 준강도 주체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미수범의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학설의 태도



- 19 -

  (가) 긍정설 

학계의 다수견해45)로, 우선 형법이 절도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논거로 한다. 형법 제335조는 독일과 달리 재물 탈환 항거 목적 외

에도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절도 미수

범의 경우에도 체포 면탈 및 죄적 인멸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기수범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축소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형법이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의 주체인 ‘강도’에 강도미수도 포함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도 긍정설의 논거 중 하나이다. 

형법상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46)는 자기 물건에 대한 준강도로 

준강도죄에 대응하는 범죄인데, 준점유강취죄의 구성요건 해석상 자기 

물건의 취거에 착수한 자이면 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범죄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등을 고려하면 준강도 주체에는 절도미수범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47)

(나) 부정설 

45)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0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69면; 오영근, 앞의 
책, 279면; 이정원, 앞의 책, 339면; 임웅, 앞의 책, 373면~374면; 배종대, 앞의 책, 
435면; 박상기, 앞의 책, 284면;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7, 924면; 백형구, 형법
각론, 청림출판사, 1999, 158면;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327
면; 조준현, 앞의 책, 375면

46) 형법 제325조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

47) 이창섭, 앞의 논문, 229면~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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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준강도죄는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 완수 이전에 재물 탈환을 항거하기 위해 폭행, 

협박한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8) 준강도죄를 강

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도죄의 가벌성 및 처벌 정도에 

연계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절도 미수범은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준강도죄의 본질에도 부합하고 강도죄의 죄형법규 체계에 부

합한다.49) 

절도미수범을 준강도 주체로 포섭시킬 경우 절도의 사전적 의미에도 

배치되고, 준강도 미수와 기수를 판단함에 있어 미수불법과 기수 불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50) 긍정설은 죄형법정주의 

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51) 

(다) 이원설 

절도범이 재물 탈환 항거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절도 기수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체포 면탈이나 죄적인멸의 경우

에는 미수범도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52) 재물 탈환 항거 

목적을 위한 경우 논리적 전제 상 절도범이 절도 기수에 이르렀을 것을 

요하지만,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의 경우 절도 기수 여부와 상관 없이 

48) 이용식, “준강도죄의 예비와 기수시기”, 한국 형사법학의 신 전개;이재상교수정년
기념논문집, 박영사, 467면; 김경락, “절도미수·기수범이 재물탈환항거 등의 목적
으로 폭행·협박한 행위의 형사책임”, 한국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46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202면

49) 문채규, 앞의 논문, 99면
50) 김경락, “절도미수·기수범이 재물탈환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행위의 형

사책임”, 한국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46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202면
51) 변종필, 앞의 논문, 444면~445면; 김경락, 같은 곳.
52)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上, 법문사, 2012, 210면; 백형구, 앞의 책, 158면; 이형국, 

앞의 책, 357면; 진계호/이존걸, 앞의 책,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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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법원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

을 모두 포함하는 것53)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

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

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

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

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54)

이처럼 대법원은 일관하여 절도미수범도 준강도죄를 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특별한 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검토 

독일 형법 제252조는 “절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절취한 재물을 보

유할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

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절도 기수범만이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54)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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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용형법 제238조에서는 “절도가 재물을 득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

거나 또는 체포를 면하고 혹은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을 한 때에는 강도로써 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절도가 재물

을 득하여” 문구를 주목하면 절도 기수범만이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행 형법은 준강도 주체를 “절도”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형법은 절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도 주체

에 절도미수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절도기수범만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

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 긍정설은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법문

의 ‘절도’에 미수범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절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과 절도 미수범이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이 둘은 논리필연성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긍정설의 입장

은 절도의 범위에 절도미수범까지 포함시켜 부당히 준강도 성립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준강도 열거 목적 중 체포면탈과 죄적인멸목적의 경우 미수범에 대해

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거는, 미수범도 

주체가 된다는 점을 선언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논거에 설득력이 없다.55) 준강도죄에서 열거한 세 가지 목적은 

동질적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물탈환 목적은 준강도 성립을 위한 특별

한 주관적 불법요소이나, 체포면탈 및 죄적 인멸은 책임감경요소라고 보

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체포면탈과 

죄적인멸을 목적의 경우를 들어 절도 미수범도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논거도 타당치 않다. 

준강도죄에 대한 지속적 논의는 대체적으로 준강도죄의 처벌 범위를 

55) 박달현, 앞의 논문,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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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제한하고 중한 처벌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준강도 주체에 절도

미수범도 포함된다고 하면, 준강도 성립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폭행과정에서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실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결과 

절도의 미수범이 법정형 7년 이상의 중범죄인이 되어 집행유예마저 쉽지 

않게 된다. 이는 가혹하고 부당하다. 또한 절도미수범도 범행 주체가 된

다고 하면, 폭행·협박행위와 관계에서 준강도 기수와 미수를 어느 행위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그러나 준강도의 기

수범만을 범행 주체로 보면 논리필연상 실행행위인 폭행·협박행위를 기

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간명하다. 

이원설은 재물탈환 항거 목적의 경우 성질상 절도기수범만 범할 수 있

으나, 그 외의 경우 구조상 미수범도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법문에 충실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

해서는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56) 

결국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등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는 절도미

수와 폭행·협박의 실체적 경합범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절취행위가 미

수에 그친 경우에도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 협박에 나아간 경우에

는 일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강도범

(1) 대법원 

56) 한편 이원설 내에서도 준강도 일부는 절도기수범만 주체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미수
범도 포함시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종국적으로는 재물 
탈환 항거 목적 준강도만 남겨 두고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은 삭제하거나 위 둘
을 다른 항에 배치하는 등 방법도 고안되고 있다(박달현, 앞의 논문,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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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

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57)

일반적으로 위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강도범은 준강도 주

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해석한다.58)59) 

(2) 학설의 태도 

(가) 긍정설

긍정설은 강도죄도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준강도의 주

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60) 이에 따르면 강도가 사후에 준강도 목적, 즉 

재물 탈환 항거,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

우 강도와 준강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만약 강도의 준강도 주체성을 

부정하여 이를 강도죄의 포괄일죄 또는 강도죄와 폭행·협박죄의 경합범

으로 의율하게 되면 기본 행위가 절도인 준강도죄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절도범이 절취한 물품 점유를 계속하기 위해 

5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58) 변종필, 앞의 논문, 440면
59) 다만, 위 판례 결론이 반드시 강도의 주체성을 부정하여야만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례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은 
문채규, 앞의 논문, 104~105면

60)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0면; 오영근, 앞의 책, 280면; 배종대, 앞의 책, 435
면; 이형국, 앞의 책,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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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는 준강도가 성립함에 비해, 강도범

이 강취한 물품을 빼앗기지 않으려 폭행 내지 협박하는 경우를 폭행·협

박죄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균형에 어긋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부

당하다는 것이다.

(나) 부정설

이는 준강도죄 문언해석상 강도범을 준강도 주체로 포섭할 수는 없다

고 주장한다.61) 이 견해에 따르면 강도가 폭행, 협박 실행의 착수에 착수

하였으나 중도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현장에 있는 흉기로 협박한 경우 

단순강도죄의 미수범과 특수협박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절도범

은 절취 기회에 재물 탈환 항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 등 목적으로 폭

행·협박을 하는 경우 그 위험성 및 불법이 강도에 준하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반해, 강도는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고 법정형이 중하므로 굳이 준강도로 처벌할 필요성

도 없다. 또한 긍정설에 따르면 이미 강도죄가 성립했음에도 사후 폭

행·협박에 대해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게 되어 

과잉 처벌이 문제되는 점을 지적한다. 

(3) 검토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의 주체를 ‘절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언 

해석상 강도가 포함될 수 없는 점에서 긍정설은 죄형법정주의 상 유추해

61) 백형구, 앞의 책, 158면 ; 임웅, 앞의 책 374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69면; 손동
권, 앞의 책, 329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345면; 박상기, 앞의 책, 284면; 조준현, 
앞의 책, 375면; 진계호/이존걸, 앞의 책,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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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금지원칙에 반한다. 긍정설은 이를 법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규 

목적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어의의 한계를 확장하는 목적론적 확장해석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론적 확장해석 역시 형벌 법규 해석에 있

어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 이

를 벗어나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절도와 강도는 엄연히 다른 것

이고, 절도에 강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긍정설은 강도범이 사후적으로 준강도죄에 열거한 목적으로 폭행·협

박을 가하는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

고, 그렇게 하여야 강도죄와 준강도죄 사이에 처벌 균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강도범의 주체성을 부정하여 초래되는 죄형 불균형

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

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62)

또한 재물 강취를 수단으로 한 폭행·협박은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함

으로써 그 평가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사후 폭행·협박의 

불법에 포함시켜 판단하는 것은 이중평가라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결국 강도범이 사후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라면 강도

죄와 폭행·협박죄 내지 특수폭행·협박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2. 목적 

가. 학설의 태도 

준강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형법 제335

62) 변종필, 앞의 논문,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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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재물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세 가지 목적을 병

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학계의 대체적 견해는 이를 모두 목적범의 목

적 요소로 보고 서로 독립된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탈환항거 목적’은 준강도 불법비난에 본질적 구성요소

이지만, ‘체포면탈 및 죄적인멸 목적’은 이러한 불법적인 목적에서 행

위 하는 범인의 동기 내지 심정 요소로 책임 비난 구성요소로서 목적이

라는 주장이 있다.63) 이에 따르면 ‘체포면탈 ·죄적인멸 목적’은 “순

수하게 주관적인 심정반가치성의 표현”이므로 위 목적만으로는 준강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64) 또한 체포면탈이나 죄적인멸 목적은 범

행이 발각된 상황에서 자기 방어적 동기가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범죄성

립요소가 아니라 책임감경적 요소라고 본다.65) 절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준강도에서, 책임감경적 요소인 위 두 

목적은 “불필요한 이물질”일 뿐이고, 굳이 그 의미를 찾자면 재물탈환

항거 목적을 위한 표면적 동기를 예시한 것이라 한다.66)

나. 대법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체포면탈 목적을 준강도죄 성

립에 있어 통설과 같이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

63) 김일수, 앞의 논문, 17면
64) 김일수, 앞의 논문, 18면

65) 문채규, 앞의 논문, 93면.
66) 문채규, 앞의 논문, 93면~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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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

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그 같은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강도죄를 구성한다.67)

다. 검토

준강도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죄이다. 준강도를 절도와 폭행·

협박의 단순 경합범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한 요소로 추가로 특별히 

주관적 요소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준강도의 재산범죄적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물탈환 항거 목적’은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계속 보유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준강

도의 재산범죄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체포 면탈 및 죄적 

인멸 목적’의 경우 도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실현과는 거리가 있고, 

폭력 범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이 점에서 체포 면탈, 죄적인멸 목적은 

준강도의 범죄 성격에 있어서 필수적, 본질적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 상 범행을 들켰을 경우 순순히 체포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체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 본능적 행위를 

불법비난 요소로 삼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다른 범죄의 경우 체포를 피하

기 위하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한 폭행·협박을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절도범에 대해서는 이를 가혹하게 가중 처벌하는지에 

대한 실상 논거가 빈약하다. 따라서 비록 형법이 위 3가지 목적을 병렬

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 재물탈환항거목적과 체포면

탈·죄적인멸목적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며, 후자의 경우 책임을 감경

6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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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양형위원회 설정 강도죄의 양형기준에서

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함이 없이 

단순한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로 삼고 있

다.68)

3. 폭행·협박

가. 강도의 폭행․협박과 동질성 여부

일반강도와 준강도는 애시 당초 행위자가 가졌던 행위반가치 불법의 

질과 양 모두에서 동일성, 균등성을 인정키 어렵다. 강도죄에서 폭행․협
박은 재물 강취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나, 준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은 절

도범이 취득한 재물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혹은 체포 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저항 수단적 성격이다. 다만 절도가 남의 물건을 훔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폭행·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것이므로, 강도죄와 준강도의 폭행·협박의 실질적 

불법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준강도에서 폭행․협박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

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68) 2017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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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

다”69)고 하면서도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

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70)

한편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71)고 

하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

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갈죄 성립할 뿐이라고 한

다.72) 다시 말해 행위자가 강도의 고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불과 일이백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6세 정도의 소년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게 “내 돈을 돌려 주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

어 달라고 했으나 시계를 주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강도죄로 

처단을 부정하였다.73) 피고인들 일행 4명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승합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서로 가자',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또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안 역시 공갈죄에 있어서

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69)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70)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7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72) 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형상50 판결
73)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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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74)

다. 판례에서 인정한 폭행․협박의 정도

그런데 정작 준강도죄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일반 강도죄에 미치지 못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왕

왕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절도범이 순경으로부터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

자 이를 피하기 위해 포승을 문다는 것이 손가락을 물고, 이후 도주하려

다 붙잡히자 뿌리치면서 손이 순경의 흉부에 맞은 경우75), 

② 절도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추격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

전지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구타한 경우76), 

③ 절도범이 방범대원에게 발각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

게 한 경우, 

④ 절도범이 발각되어 멱살을 잡히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지 않

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77), 

⑤ 경비원에게 절도 사실을 들켜 위 경비원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하려 하자 범인이 자신 소유의 물건임을 사장도 잘 안다면서 사장에게 

전화확인하자고 했으나 경비원이 거부하여 시비 끝에 폭행한 경우78) 79)

⑥ 훔친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한 

7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75) 대법원 1959. 11. 6. 선고 4292형상438
76)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1108
7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7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
79) ①~⑤의 사례는 문형섭, “준강도를 위한 변론”, 법조 제53권 제8호 통권 제575호, 

법조협회, 2004, 213면~ 214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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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팔을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서 정차하라고 소리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피해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

힌 경우80), 

⑦ 피해자 운영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내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가지

고 나와 위 열쇠로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차

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한 경우81) 등 사례에 있어서 준강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

다. 

그러나 각 사안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실제로 상대의 반

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고, 실질적 불법성은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로 평가된다. 보통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으나 반항이 억압되지 

않거나 동정심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그런데 위 판례 사안의 경우 상대의 반항이 억압될 정도까지

는 아니었음에도 준강도 기수를 인정한 판례의 결론은 부당하다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는 강도죄와 준강도죄 각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폭행, 협

박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준강도의 처벌 범

위를 부당히 확대하여 강도와 공갈과의 차별성마저 상실하게 한다.82)

특히 ⑥과 ⑦의 사례는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폭행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평결을 

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준강도 유죄를 인정한 특수한 경우이다. 

80)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81) 대구지법 2010. 4. 27. 선고 2010고합95
82) 문형섭, 앞의 논문, 216면 



- 33 -

⑥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재판에

서 만일 강도상해 성립이 배척되는 경우 축소사실인 준강도 인정 여부가 

정면으로 치열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사

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

뜨리는 정도의 행위, 피해자가 조금만 한 걸음 피하면 피할 수 있는 차

량의 전진행위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하였다고 보기는 힘

든 면이 있다.

⑦사례 역시 피고인측은 덩치도 작고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린 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므

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배심원들 역시 이

러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훔친 열쇠

로 추가로 승용차 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황이었고 피해자보다 어렸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정도로는 상대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었다. 

대법원은 준강도에서 폭행과 협박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

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어야 하나 실제로 상대가 제압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한다.83) 목적범에서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그 달성 여부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형법이 준강

도를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준강도의 

불법의 정도를 강도에 준하는 정도로 끌어 올려 준강도죄 성립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84) 주지하다시피 형법

8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84) 최병각 역시 목적 달성을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적어도 상대방

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최병각, “준강도죄



- 34 -

이 강도와 공갈의 불법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준강도의 부당한 성립 

확장을 경계하기 위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정도에 이르

러야만 폭행·협박의 기수에 이르렀다 볼 것이다.  

4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가. 학설의 태도

선행행위인 절취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견련성이 있는 폭행·협

박만이 강도와 유사한 불법을 가지게 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준강도

죄는 절도행위와 사후적 폭행·협박행위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절도 및 

폭행·협박죄의 실체적 경함범과 준강도죄를 해석상 시간적·장소적 견

련성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85) 

장소적 근접성은 절도 현장 또는 그 부근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추적 중인 경우에는 원거리라도 상관 없다.

한편 시간적 근접성에 대해서는, ① 절도의 실행 착수 후 기수 직후까

지에 한정된다는 견해86), ② 절도의 실행 착수 후 완수(종료)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87), ③ 절도 실행의 착수 후부터 완수(종료) 직후

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88), ④ 절도 기수 후부터 완수 전까

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89) 등이 주장되고 있다.

가 강도죄는 아니지 않은가?”,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2010, 143면)
85) 헌재 1997. 8. 21. 96헌바9
8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2면; 배종대, 앞의 책,437면; 박상기, 앞의 책, 285면
87)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70면~271면
88) 임웅, 앞의 책, 376면
89) 진계호/이존걸, 앞의 책,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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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

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

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

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90)”고 하여, 위 ①설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다. 검토

생각컨대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의 기수범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

로 절도범이 기수에 이른 후부터 범행 종료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절도가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점유 

취득을 위해 가하는 폭행·협박은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

으로 재물취득 목적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일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한다. 반면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절도 기회에 폭행·협

박하는 경우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미수와 폭행·협박의 경합범

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9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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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준강도의 미수

구법은 준강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대체적 견해는 

형법 제335조에서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 해석상 강도죄와 특

수강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준강도의 미수범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이후 1995년 형법개정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42조에서 제335조

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미수범이 처벌됨은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준강도가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특성

상 현재까지도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 구별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견해의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절도의 기수범이 준강도죄 열거 목

적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여 이 역시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데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행위라도 미

수에 그친 경우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기준이 필

요하다. 

한편 미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논의부터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준강도의 행위 구조와도 논의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 준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가. 준강도의 행위 구조

준강도는 법문에서 행위주체를 ‘절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

도’를 신분으로 보아 신분범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절도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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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박이 결합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결합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이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 등에 있어 결론을 달리

한다. 

먼저 신분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 주체가 됨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뜻하는 것이다. 형법은 신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대체적 견해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

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뜻한다고 본다.91) 여기서 형법상 신분은 행

위관련적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관련적 요소일 것을 요하므로92), 행위적 

요소인 절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신분이 되기 어렵다.93) 그러나 예외적으

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와 같이 행위적 요소가 행위자적 요소

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준강도에 연장하여 적용하

면 선행행위(절도행위)를 행한 사실은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특별한 인적 

지위 내지 관계라 할 수 있어 신분에 해당한다 볼 여지도 있다.94)

나. 일본과 독일

비교법적으로 일본은 형법 제238조(사후강도)를 1995년 개정하여 우리 

형법과 매우 유사한 법문을 갖고 있다. 개정 이후 준강도의 구조에 대해 

일본의 학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이를 절도라는 행위주체가 폭행·협박

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신분범으로 보고 있다고 하나95), 절도죄와 폭

91) 이용식, 앞의 논문, 469면
92) 한상훈, “결합범의 구조와 신분범과의 관계 -준강도죄와 강도강간죄를 중심으로-”, 

법조 제54권 제1호, 2005. 1, 115면
93) 이용식, 앞의 논문, 469면
94) 한상훈, 앞의 논문, 115~116면
95) 한상훈, 앞의 논문,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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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박죄의 결합범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96) 

한편 독일의 경우 문언상 “절도 중에 절취한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논의가 크게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다. 학설의 태도

(1) 신분범설 

신분범으로 보는 견해97)는 형법상 신분은 성별, 내외국인, 친족, 공무

원 등과 같은 관계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와 관련된 인적 관계로서 특

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준강도의 주체는 특수한 지위가 

구비된 절도범이므로 신분범이라고 한다.98) 

다만 신분범이라고 할 때 진정신분범인지 부진정신분범인지를 주장하

는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절도범인이 아닌 자의 폭행·협박이 준강도

죄에서 절도범의 폭행·협박과 죄질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면 진정신분범

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하여 강도의 형으로 중

하게 처벌한다고 이해하면 부진정부작위범으로 해석된다.99)  

(2) 결합범설

반면 결합범설은 절도는 준강도죄의 한 부분을 칭하는 것일 뿐이라 본

96) 神元降賢, 强盜關聯罪の 身分犯的 構成(二) 成城法學 76号 2007, 44면
97) 박상기, 앞의 책, 284면; 이정원, 앞의 책, 338면; 조준현, 앞의 책, 374면; 유기천, 앞

의 책, 210면 
98) 조준현, 앞의 책, 374면
99) 안동준, 앞의 논문, 255면 각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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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강도는 절도와 폭행이 결합한 1개의 구성요건이고, 신분범에서 신

분은 사회생활상의 지위라고 할 것인데 절도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다.100) 준강도 구조 논의가 실행행위 판단과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준강도도 그 본질은 재산범이므로 절도 부

분을 실행행위로 격상할 필요성도 주장된다. 

(3) 학설에 따른 법적 효과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에 있어 신분범설을 취하는 경우, 절도행

위는 특정한 신분을 구성하는 선행행위라 보게 되므로 준강도의 실행행

위는 후행 폭행·협박행위의 착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반면 결

합범설을 취하는 경우 절도행위와 폭행·협박은 독자적 요소이므로 절도

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 된다 본다. 

다음으로 공범 성립 및 처벌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101) 선행행위인 

절도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절도범이 재물 탈환에 항거하여 

폭행·협박을 가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고 가담한 자의 죄책에 관해 신

분범설에 의하면 사후가담자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이 때 진정신분

범이라고 보면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볼 때는 형이 가벼운 폭행·협박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결합범설에 의하

면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가담 이후의 행

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므로 이 경우 사후가담자는 가담

한 부분의 폭행·협박죄만 성립하게 된다. 

100) 백형구, 앞의 책, 158면~159면; 오영근, 앞의 책, 279면; 임웅, 앞의 책, 373면; 신동운, 
앞의 책, 932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344~345면; 손동권, 앞의 책, 327면

101) 이 부분은 한상훈, 앞의 논문, 124면~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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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상으로도 신분범으로 보는 경우 절도행위는 준강도의 구성요건

적 행위가 아니고 선행행위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다.102) 그러나 결합범설에 따르면 절

도와 폭행·협박이 결합하여 준강도 1죄가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절도

죄 내지 폭행·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03) 

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죄와 생명, 신체에 대한 죄의 결합범”104)이라 한 적도 있으나,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

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

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105)고 판시하였다. 

이것이 신분범적 성격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 해석이 있지

만, 특별히 학계의 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은 아

닌 듯하다.106)

마. 검토

102) 한상훈, 앞의 논문, 130면; 한편 이 점에 대해 신분범 특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물 절취 후 재물탈환항거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절도와 준강도의 실
체적 경합이라고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용식, 앞의 논문, 471면 각주 39)

103) 한상훈, 앞의 논문, 130면
104)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10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1999. 2. 26. 선고 98도3321,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106) 이용식, 앞의 논문,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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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를 신분범으로 보게 될 경우 후행 가담자의 처벌에 있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죄수론상으로도 형법이 절도와 폭행·협박행위

를 포괄하여 준강도 1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분범이

라기 보다 결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범으로 본다고 하여도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을 종래 결합범

설 견해처럼 반드시 제1행위에 한정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 구체적 

범죄 유형에 따라 착수 시기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행위자의 범죄계획

에 따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 내지 구성요건행위의 일부 개

시를 통해 보호법익에 직접적 위험이 야기되는 시점을 판단하여 해당 범

죄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107) 

폭행·협박 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하면 준강도와 절도죄와 

각 실행의 착수 시기 구별도 용이해 진다.108) 또한 준강도는 선행 절도행

위는 기수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 즉 절도기수범만 준강도 주체가 

된다고 보므로- 결국 후행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준강도의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구별 

가. 학설의 태도

이에 대해서는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양자를 모두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

107) 김경락, “늑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205), 389면 
~390면

108) 정한중, 앞의 논문,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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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폭행·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1) 절취행위기준설

먼저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109)는, 준강도죄는 본질

적으로 재산죄라는 점, 강도죄와 형의 불균형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즉 

강도와 준강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재물 취득 및 폭행, 협박이 있어

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강도죄의 경우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면 미수범으

로 처벌받는 반면, 준강도의 경우 기수범으로 처벌받는 불합리가 생긴다

는 것이다. 

(2) 폭행․협박행위기준설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110)는, 준강도에서 절도는 범

행 주체인 것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협박이므로 구성요건적 행위

의 기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 준강도는 절도범이 폭

행·협박을 가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 폭

행을 하는 경우 항상 준강도 미수범만이 성립하게 되어 불균형이라는 

점, 절도미수범도 준강도 주체가 된다면 미수범이 폭행·협박을 한 경우

를 준강도 기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위배라는 점, 강도상해, 강

도살인죄는 강도의 미수 여부와 상관 없이 상해 및 살해를 기준으로 기

109)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3면; 신동운, 앞의 책, 935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73면~274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350면

110) 배종대, 앞의 책, 441면; 백형구, 앞의 책, 160면; 진계호/이존걸, 375면; 조준현, 앞
의 책,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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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미수를 구별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한편 준강도의 주체에 있어 절도 미수는 배제하고 기수범만 포함시켜

야 한다고 보더라도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준강도 기수 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3) 종합설

양자를 모두 기준으로 삼는 견해111)은, 절취행위와 폭행·협박행위 양

자를 모두 판단 요소로 삼는 견해로, 절도가 기수이고 폭행·협박행위는 

미수인 경우 뿐 아니라 절도가 미수이고 폭행·협박행위가 기수인 경우 

모두 준강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위 견해는 준강도죄는 절취행위와 폭행·협박행위의 결합범이므로 양 

보호법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폭행·협박행위기준설은 준강도에

서 있어 폭행·협박행위를 주된 행위로 보아 준강도의 재산범죄적 성격

을 도외시하고 가중된 폭력범죄로 보게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양 행위를 모두 고려해야 함은 준강도가 결합범이라서가 아니라 대개 준

강도의 행위반가치가 일반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할 때 준강도

를 강도와 같게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112)

(라) 폭행·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

이 견해는 준강도죄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최협의

111) 박상기, 앞의 책, 286면~287면; 이형국, 앞의 책, 359면; 오영근 앞의 책, 282면; 임
웅, 앞의 책, 378면; 이정원, 앞의 책, 343면~344면

112) 홍영기, “준강도죄의 주체와 기수성립 기준”, 안암법학 34권, 안암법학회, 2010, 
229면~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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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행·협박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

렀더라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절도죄 기수와 

폭행·협박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고 준강도의 미수도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한다.113) 

한편 절도의 기수범이 최협의의 협박에 착수는 하였지만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114)에도, 강도죄는 재산죄이고 강취 수단인 최협의의 폭

행·협박이 이루어진 이상 절도행위(재산침해행위)를 기준으로 기수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준강도의 기수를 인정한다고 본다. 

나. 대법원

종전 대법원은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기수

와 미수를 구별해 왔다.115)

그러던 중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116)을 통해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변

경하였다.117)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소위 절취행위기준설에 

113) 손동권, 앞의 책, 333면 
114) 폭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폭행 실행의 착수로 기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 

협박의 경우만 미수를 논한다.
115) 대법원 1984. 11. 24. 선고 64도504,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11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17)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

던 중, 2003. 12.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22-24 소재 5층 건물 중 2층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공소외인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인
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
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공소외인을 수상히 여기고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B가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 B등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
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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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것으로, 준강도가 강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위법성을 갖고 있고 

절도미수범도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선행절도행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재물 강취가 실패에 그친 강도죄와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이다.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

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만일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

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

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

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

된다.

위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18)

  

한편 별개의견은 절도미수범도 준강도 주체가 된다고 볼 때 강도와 처

벌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또 다른 입장으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행

위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설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8)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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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에 정한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

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

하는 죄이므로, 준강도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는 절도범인(미수범 포

함)이라 할 것이지만,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다만, 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가 그 태양에 있어서 재물탈취의 수

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추어 이를 강도의 예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여러 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협박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

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

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폭행·협박행위 또는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미수에 그쳤

다면 이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하 중략. 

119)

한편 반대의견은 준강도 본질을 강도와 구별하고 있다. 이는 준강도 

본질에 있어 독립범죄설 및 강도와 등가 취급에 있어 위험성설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사정책상 강

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로서, 강도죄와 불법내용의 동일성을 인

정할 수 있는 재물탈환항거를 목적으로 하는 폭행·협박 외에 그 동일성을 

119) 위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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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는 체포면탈이나 죄적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협박을 포함

하는 것이므로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120)

반대의견은 법문 및 미수론을 근거로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즉 폭행․ 
협박 행위의 종료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를 구별함이 타당하다고 본

다. 한편 반대 의견 역시 절도 미수범의 준강도 주체성은 부정하지 않는

데 이 경우 강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우려는 양형의 

단계에서 미수를 감경 요소로 참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절도 

미수가 재물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의 기수

로 강도의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 점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

나, 절도 미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그 실질적 위법성이 강도죄와 같다고 

보아 이를 강도죄의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반드

시 불합리하다거나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양형의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불균형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다수

의견이 내세우는 논거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나아가, 준강도죄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절도'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

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5조 제1항이 "범죄의 실행

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범죄의 기수·미

수를 구별하는 기준은 범죄의 완성 여부 즉, 구성요건적 행위의 종료 여부

120) 위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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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

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

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

다.121)

반대의견은 앞서 준강도를 강도와 별개의 취지와 본질을 가진 독립 범

죄라고 보면서도 절도가 폭행․협박에 나아간 경우의 불법은 강도와 같다

고 한다. 그러면서도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강도와의 처벌 불균형 우려 

해결책은 결국“양형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이 있다면 이는 

준강도의 법정형을 낮추거나, 절도미수를 준강도의 주체에서 제외함으로

써 준강도의 주체를 절도 기수에 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 한다. 

다. 검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준강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미수범 처벌을 긍정하였

다. 다만 본격적으로 준강도미수죄 성립이 문제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었던 이유가 폭행 과정에서 대부분 상해가 발생하여 강도상해 사안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종전 대법원이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기수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

은 1995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명시적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

문에 형사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다시 말해 절취행위

121) 위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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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준강도 기수와 미수를 나누게 되면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준강도미수가 되는데 미수범 처벌 규

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고 법정책적으

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122)

판례가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바꾸게 된 것은, 그간 절도가 미

수에 그쳤음에도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까지 강도 기수

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고123), 대법원이 

준강도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재산범죄적 성격을 보다 강조해야 

함을 설정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124).

그러나 다수의견은 강도죄와 준강도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서도 절취행위만 기수에 이르면 폭행·협박은 상관 없이 준강도죄가 된

다고 보아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125) 절도기수범은 폭행·협박 행위

의 정도를 살펴보기도 전에 그 자체로 준강도의 기수범이 성립하게 된다

는 문제가 있다.126) 준강도 주체에 있어 절도의 미수범을 배제한다면, 굳

이 다수의견이 논리적 모순을 품고도 절취행위기준설을 취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본질을 달리하는 독립적 범죄 유형이고, 따라서 

그 기수 판단 역시 법조문의 충실한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준강도죄

를 일반 절도죄에 비해 형사정책적으로 가중처벌하는 요인은 폭행․협박

에 있고, 법문언상 구성요건행위 역시 폭행․협박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준강도는 절도기수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폭행․협박행위를 

122) 박달현,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701면 각주 13

123) 심재무, 앞의 논문, 339면
124) 이창섭, 앞의 논문, 233면
125) 조현욱,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와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제29집, 한

국법학회, 2008, 254면
126) 조현욱,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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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반대의견에도 일부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선행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도 목적 중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체포면탈과 죄적

인멸의 경우다.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은 재물탈환항거의 경우

와 달리 체포면탈과 죄적인멸의 경우는 강도와 불법적 동질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정작 준강도 기수와 미수 판단에 있어서는 구성요

건적 행위인 폭행․협박행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탓인지 절도 미수라

고 하더라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면 이는 강도와 

불법이 같다고 한다. 

절도미수범의 준강도 주체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강도와의 처

벌 불균형을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지도 문제이다. 종국적

으로는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준강도의 법정형을 낮추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입법적 개선이 상책이겠으나, 현재로서도 ‘절도’ 법문

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준강도와 강도 처벌에 형평

을 기하고 처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강도에서 선행절도행위

는 기수범에 한정하고 폭행․협박행위기준설을 취함이 타당하다. 

이어서 준강도에서 폭행․협박의 미수를 살펴본다. 

먼저 폭행의 경우 아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폭행행위 그 자체로 

기수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7) 

이에 반해 협박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형법 제286조) 하고 있다. 일

반 협박죄에서 협박의 개념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127) 다만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한다면 사람의 신체를 대
상으로 삼지 않은 유형력 행사의 경우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인체를 겨냥했
어도 도달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 폭행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는 최병각, 앞의 논문, 149면 각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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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

는 것으로 본다(협의의 협박).128)

그런데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

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

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

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

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

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

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

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129)고 하

여 협박의 개념을 광의로 보고 기수범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30)131) 

결국 실무에서 단순 협박 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수 

128) 따라서 협박에 미수에 그치는 경우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내지 상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행위 자체가 제지된 경우 등
을 생각할 수 있겠다. 

129)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
견은 협박죄는 침해범으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본
다. 

130)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고 보았다.

131) 그러나 협박죄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로, 위험범으로 볼 경우 실행 미수는 아
예 불가능하게 되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정한중, 앞의 논문, 148
면)이 있으므로 통설과 같이 침해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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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게 되는 바 준강도의 처벌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기수범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협박의 정도를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도와 같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야 준강도 기수가 성립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

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3절 “예에 의한다”의 해석 문제

1. 강도상해·치상 및 강도살인·치사

가. 학설의 태도

형법은 준강도를 강도 및 특수강도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이고, 강도상해·치상(제337조), 강도살인·치사(제338조), 강도강간의 경

우(제339조)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준강도가 상해, 사

망, 강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위 결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인

지, 아니면 준강도와 후행행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132)가 있으나, 다수견해는 강도상해·치상, 강

도살인·치사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고 본다.

나. 대법원 

132) 정한중, 앞의 논문, 228면; 최병각, 앞의 논문,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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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건에 있어서 준강도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높기 때문에 ‘상해’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133)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

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134)

피고인은 일단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135)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

13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
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
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외 다수)

      헌법재판소도 강도상해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높은 것과 관련하여 형법 제337조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
성은 있다고 본다. 즉, 구체적 사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표적
인 예로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에 해당되는 자가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양형의 적정을 위하여 법원으로
서는 강도(强盜)의 요건이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시도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7. 8. 21. 93헌바60). 

134)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13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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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136)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

인죄가 성립한다.137)

다. 검토

생각컨대 준강도에서 폭행은 일반강도와 같은 목적의 동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상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준강도는 강도와 독립한 별개의 죄

로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은 강도죄, 특수강도죄와 같은 법정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이지 강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138). 게다가 현재로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집행

유예조차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상해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한들 경우

에 따라 준강도를 범한 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39)  

실무에서 상해 범위 또한 폭넓게 인정되는 것도 문제이다.140) 따라서 적

절한 법정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준강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13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13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138) 이 점에 관해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중 소수의견 역

시 “제335조에서 "예에 의한다" 는 말은 「논한다」는 말과 같아서 쉽게 말하여 " 
처벌한다" 는 뜻과 비슷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는 뜻
은 특수강도로서 특수강도죄의 형을 적용하고, 미수인 경우 같으면 특수강도미수로 
따진다는 의미이지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했다 해서 특수강도의 구성요건을 그
대로 가져다가 씌워 버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39)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준강도죄로 의율함이 피
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기소단계에서 절도와 폭행 또는 절도와 상해의 경
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로 실제 준강도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한다(조현욱, 앞의 논문, 244면).

140)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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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강도강간

위 1.에서 검토와 같은 이유로 준강도는 강도강간의 주체가 될 수 없

고 이 경우 준강도와 강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3. 상습강도죄

형법 제341조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141) 상습 가중 처벌 대상에 준강도 규정인 제335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상습준강도죄도 제

341조에 의해 처벌된다는 주장142)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준강도가 강도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처벌에 있어 

강도의 법정형에 따른다는 것이지, 준강도를 강도와 같은 죄로 취급할 

수는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준강도는 범죄 발각으로 

인해 유발된 폭행·협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상습범을 인정키도 어렵다.143) 

141) 상습강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은 2016. 1. 6. 삭
제되었다.  

142) 오영근, 앞의 책, 297면
143) 최병각, 앞의 논문,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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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예비·음모죄 

형법 제343조는 강도예비․음모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강도예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구체적인 강도행위의 실행을 위한 준

비행위인 점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144) 행위자가 구체적인 ‘강도’

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확정적 실행 의사까지 요하지는 않지만, 구체적

으로 특정된 대상으로부터 강도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준

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한다.145)

가. 학설의 태도

형법 제343조의 강도의 목적에 준강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다. 

먼저 긍정하는 견해146)는, 준강도죄의 조문 위치상 강도의 유형 중 하

나라는 점, 강도죄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을 이유로 그 예비를 처벌

한다면 형사정책적으로 강도와 실질적 불법성이 유사한 준강도 역시 실

행의 착수 이전에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준강도가 강도의 예에 의

하도록 하는 것은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부정설147)은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 준강도를 무조건 강

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준강도는 재물 

강취 수단으로 처음부터 폭행·협박에 나아가는 강도죄와 달리 폭행·협

144) 이용식, 앞의 논문, 476면
145) 이용식, 앞의 논문, 476~477면
146) 김일수, 한국 형법Ⅲ, 박영사, 1994, 617면
147) 이용식, 앞의 논문, 477면~478면; 최병각, 앞의 논문,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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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행 자체가 조건적이라는 점148) 등을 근거로 준강도 목적이 인정된

다고 하여 강도예비·음모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나.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치 않고 있다.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한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

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법정형이 단

순 절도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고, 원래 예비·

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

이 된다는 점(형법 제28조)을 고려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인정되는 경우

는 위 법정형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

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

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

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처벌하면

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

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

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148) 최병각, 앞의 논문,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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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

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

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149)

다. 검토

준강도는 질적으로 강도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예비단계에

서 목적 역시 마찬가지이다.150) 강도의 경우에는 강취의 의사로 준비행위

를 하지만 준강도는 절취행위 후 해당 재물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예비행위가 되므로, 두 행위는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151)

구조적으로도 준강도는 절도행위와 특별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폭

행·협박행위가 결합되어 위 두 행위를 사후평가를 통해 포괄하여 하나

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다.152) 선행 절도행위가 행해지는 단계에서는 아

직 제2행위인 폭행·협박은 선행행위와 법적으로 연관성은 없고, 다만 

범행이 발각되어 절취한 재물이 탈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때 행한 폭행·협박이 비로소 선행행위와 결합하여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53) 요컨대 준강도는 절도범이 범행 중 갑자기 직면한 위험을 회

피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를 벌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14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150) 이용식, 앞의 논문, 477면
151) 이용식, 같은 곳.
152) 이용식, 앞의 논문, 478면
153) 이용식,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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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한다는 개념 상정이 어색하다.154) 

또한 만약 절도범이 중도에 발각되면 사용할 생각으로 흉기를 미리 휴

대하였던 경우라고 주장하더라도, 그의 목적이 과연 특수절도를 위한 것

이어서 특수절도 예비로 불가벌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준강도 예비

라 할 것인지는 사실상 입증하기도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준강도의 

예비·음모는 인정키 어렵다고 본다. 

5. 특수강도

준강도에서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 처벌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도범을 기준으로 특수강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155), 폭행․협박태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156),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가중 사유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157) 등

이 있다. 

대법원은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

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

도)가 된다”158)고 하여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건대 형법 제335조의 실행행위는 폭행․협박이지만 동죄의 재산범

154) 황정익, “준강도죄의 성격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
권 제4호 통권 제3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625면

155) 임웅, 앞의 책, 380면
15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14면
157)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72면; 이정원, 앞의 책, 346면; 손동권, 앞의 책, 335면; 조

준현, 앞의 책, 386면
158) 대법원 1973. 11. 13. 73도155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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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적 성격도 고려해야 하므로 결국 특수강도로 가중 처벌 여부는 양 행

위를 모두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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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민참여재판과 준강도

제1절 일반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0년만의 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한 

상식이 활용되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재판 형식이다.159) 그 의

의에 대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

다”한다.160)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변론 종결 후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도출한 평

결의 효력에 대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

정치 않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159) 한인섭, ”한국 국민참여재판 시행원년의 성과와 과제“, 국민의 사법참여(2012), 국
민의사법참여연구회, 37면

160) 대전고법 2008. 5. 28. 선고 2008노123,2008감노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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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헌법 제27조에 위배 여

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161) “재판소에 의한 재판”이라 규정된 독일

과 일본의 헌법규정과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규정하고 있어 배심원의 사실판단에 기속되는 배심원제도의 위헌 시비가 

있었고 결국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162) 비교법적으

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한다.163)

이러한 연유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

겨났고 2008년부터 2010년 1월까지 사건 중 집계 결과 16건 정도로 파악

된다.164) 그 중 준강도와 관련된 사례가 6건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165) 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원인 중 사

실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은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고, 피고인

의 행위가 폭행·협박에 포섭되는지 등의 규범판단이 문제가 되었던 경

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난 준강도 처벌 고찰 

1. 구체적 사례

161) 이정민,“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형사판례연구 18권(2010. 6), 547~548면
162) 이정민, 앞의 논문, 548면
163) 이정민, 앞의 논문, 546~547면
164) 이용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 형사소송 이론

과 실무 제3권 제2호(2011. 12)
165) 불일치사건 중 대부분이 배심원평결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였는데, 

특히 준강도 사안의 경우는 전부 배심원 무죄 평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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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춘천지법 2008. 4. 17. 2008고합11 준강도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 2. 14:15경 피해자 운영 야적장에서 알루미늄 등을 

가져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팔

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다 피해

자가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양팔을 벌리고 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하

라 소리 지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피하

다 넘어지게 하였다. 

(2) 배심원 평결 및 판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린 물건을 절취한 것인지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절취한 알루미늄 등 보

관장소가 피해자의 야적장이어서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상해 발생 사실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은 7인 전원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절취의 고의 증명이 없

다’는 취지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의 점은 피해품의 종류와 상태, 피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해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점 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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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축소사실인 준강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에 반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제1

호 사건이다. 

나. 대구지법 2010. 4. 27. 2010고합95 준강도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

한 다음 위 식당 주방 열쇠고리에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갤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49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그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배심원 평결 및 판결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리고 덩치도 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

먹으로 3회 정도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

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배심원 7인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추가로 절

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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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뒤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도망치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안이 터지고 눈 주위 및 우측 엄지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 등을 바

탕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
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하여 준강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을 선고하였다.  

2. 검토 

배심원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칙을 갖고 구체적 사안에서 준강도로 

단죄할 수준의 ‘폭행’인지 규범적 개념 포섭 판단을 거친다. 이 때 준

강도에서 요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와 그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로 상대방을 항거 불능의 상

태에 빠뜨려야 한다. 이 점에서 대구지법 2010. 4. 27. 2010고합95 사안의 

경우 피해자보다 어리고166) 체구도 크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정도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는 보기 힘들다

고 본 배심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춘천지법 2008. 4. 17. 2008고합11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

는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행위를 피해자

의 체포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

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로 중앙선이었는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오고 있는 그 도로의 중앙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 차를 

멈춰 막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차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

166) 부정기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19세 미만 소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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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오면서도 미안한지 계

속 고래를 돌리고 오더라. 차가 오고 있었고 그래서 넘어졌는데 사실은 

정상인이라면 가볍게 한 걸음 물러서 피할 수도 있고 넘어질 일도 없었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67) 배심원 평의는 비공개이므로168) 배심원들

이 상해 피해 사실이 부정되어 강도상해가 무죄가 되더라도 다음으로 축

소사실인 준강도 성립 여부를 검토한 바는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

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169) 다만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배심원들이 상해 뿐 아니라 폭행에 대해서도 가해 사실을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무죄 평결을 내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제로 과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

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170)

배심원과 법관의 불일치 사건에 있어 규범판단 영역을 분석해 보면 배

심원은 특히 강도범행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보아 피해자를 

외포하게 할 정도로는 부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수준을 요한다는 

규범적 사고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171) 그렇다면 법관에 의한 

167) 위 증언은 이용구, 앞의 논문, 144면에서 발췌. 
16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②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

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69) 위 사건에서 배심원과 법관의 불일치 가장 큰 원인은 재판부가 강도상해가 배척될 

경우 준강도로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거나 배심원에게 축소사실인정에 대해 설명하
여 준강도에 대해 심판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만 촛점을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정민, 앞의 논문, 
572면). 

170) 이용구, 앞의 논문, 132면
171) 이용구, 앞의 논문,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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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판에서도 준강도에서 폭행·협박 여부 인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배심원과 재판부의 규범 판단이 불일

치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그간 실무에서 준강도죄에 대한 해석이 국

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일치하지 않는 실제 사례로 보여진다.172) 이러한 

현상을 “한국형 Jury Nullification"173)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174) 

172) 정한중, 앞의 논문, 220면
173) 배심원 무효판결로 배심원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부당하거나 사안

에 적용 불가라고 생각하여 또는 법을 잘못 이해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를 뜻한
다. 다만 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이유는 밝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어떤 이유
로 무죄 판단을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다(정한중, 앞의 논문, 각주 12)

174) 김상준, ”한국 국민참여재판 시행원년의 성과와 과제“, 국민의 사법참여(2012), 국
민의사법참여연구회,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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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제 1 절 형법 제335조 

준강도 처벌규정인 형법 제335조와 강도상해 조문인 제337조에 관해서

는 그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가 있었다. 

준강도 처벌 자체가 정면으로 논의된 사건은, 1997. 8. 21. 96헌바9로, 

그 사실관계는 청구인(피고인)이 재물을 훔치려 하다 발각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된 경우였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법 제335조와 구 형법 제337조175)의 위헌 여

부를 다투었다. 제335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준강도 목적에 있어서 

재물탈환거부, 죄적인멸, 체포면탈 중 전자 2가지 유형은 목적의 불법성

과 이를 위한 적극적, 공격적 성격의 폭행․협박행위이므로 강도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체포 면탈 목적의 경우 정상적인 인간심리

의 자연적 발현으로 소극적․방어적 행위이므로 전자 2가지 유형과는 이

질적인 결과 이를 강도와 같이 처벌함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

항),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175) 심판 대상 구형법 제337조와 형법 제337조는 강도치상 법문에 있어 “강도가 사람
을 ... 치상한 때에는”에서 “강도가 사람을...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으로  수
정된 외에는 그 의미와 정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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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강도상해와 절도 및 상해의 경합범

은 시간적 견련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양자의 법정형 차이를 크게 둘 만

큼 합리적 이유가 없고, 체포면탈목적 준강도상해의 경우 살인죄보다 불

법이 경미함에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정최저형을 높

게 설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35조에 대해서 9인의 만장일치로 합

헌 결정을 내린다. 

우리 형법에서 체포면탈목적의 준강도를 인정한 취지는 자연적인 인간본

성의 발현 자체에 강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

강도죄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도범인 중 형법 제335조 소정의 행위를 한 자의 그 죄질이나 위험성을 

강도와 같게 보아서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

다. 즉 강도는 먼저 폭행·협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지만, 준강도는 먼저 재물을 탈취하거나 또는 이의 실행 중에 폭행·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

각되었을 때 폭행·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조문은 이후 2008. 12. 26. 2006헌바16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왔으나 

이를 알고 추격해 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100~1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하여 10일간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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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청구인은 형법상 준강도 규

정이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될 폭행․협박의 행위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강도와 질적으로나 양

적으로 다른 준강도를 강도와 같게 처벌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

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7. 8. 21. 96헌바9의 결정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논지로 재차 만장일치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다. 준

강도는 강도와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결합에 있어 시간적 전후 차이가 

있을 뿐, 폭행․협박의 목적 및 행위상황의 죄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준강도를 강도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한 것이고, 폭행․협박

의 해석 역시 실무 예가 확립되어 불분명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간 불법내용 내지 죄질, 폭행․협박의 목적 및 인격적 법익 

침해 위험성이 동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준강

도와 강도는 외견상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폭행․협박이 행

해지는 목적 및 선행 절취행위와 폭행․협박 간의 관계 등 실질적 구조에

서는 차이가 있다.176) 강도에서는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으

로 작용하지만, 준강도는 체포면탈, 죄적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도 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양자 간 폭행․협박의 목적이 상이하다. 

굳이 양자 간 불법의 실질 공통점을 찾는다면 준강도 기수범이 재물탈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이다. 

결국 폭력행위와 재물 탈취 간 연결 관계가 강도죄의 경우 수단과 목

적 관계로 필요적 관계이라면, 준강도죄에서는 느슨하거나 심지어 무관

한 것이다.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목적은 전체적 강도 범행을 실현하기 

176) 이용식, 앞의 논문, 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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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나, 준강도에서의 폭행․협박은 선행행위인 절도의 

고의를 이후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의해 보완 내지 유지하려는 것이

다.177) 단지 양자간 구조적인 면이 비슷하고 경우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

가할 때 준강도를 저지른 자의 불법이 강도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

가 없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제 2 절 형법 제337조 

일반강도가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도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

다 높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로 헌법상 합리성과 비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 시비가 있었는데, 이보다 불법성이 약한 준강도

상해의 경우 그 처벌의 불합리는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다. 

준강도상해의 위헌 심사에 있어 1997. 8. 21. 96헌바9에서 결론은 합헌

이었으나, 여기에는 제337조가 행위의 반가치성과 책임의 정도에 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인의 반대의견이 있

었다.

이후 2008. 12. 26. 2006헌바101 결정에서는 반대의견조차 사라져 재판

부 일치된 의견으로 준강도상해와 강도상해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

고 있는 형법 제337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다. 그러나 2016. 9. 29. 2014헌바183178) 에서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

177) 이용식, 앞의 논문, 465면
178) 해당 사건 청구인(피고인)은 강도치상죄를 범한 자로 형법 제335조의 위헌 여부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강도범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강도상해․치상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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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인의 반대의견이 다시 등장한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주류 견해는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한 범행 평

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준강도상해를 일반강도상해와 같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형사정책적으로 장기간 사회

에서 분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한다. 

살인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동기가 극히 다양하므로(구체적

인 사건에 있어서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극악무도한 경우가 있는

가 하면 범행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 우리 형법이 살인죄에 있어서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

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그러나 그와 비교하면 강

도상해죄는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준강도의 기회에 상해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로서, 그 행위

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할 것

이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179)

준강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

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간 사회에

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

라 준강도가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제한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논의는 준강도상해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해당 
결정례의 2인의 반대의견이 준강도상해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179) 헌재 1997. 8. 21. 96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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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80)

 

그러나 강도상해, 강도치상의 경우에도 그 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절취

행위의 기수와 미수 여부, 폭행․협박의 태양 및 상해 피해의 정도는 구체

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절도미수범의 경우 재산적 법익 침해발생 조차 인정키 어려운 것임에

도 체포 면탈 시도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실무는 강도상해죄가 성

립을 긍정한다. 이는 체포자의 적극적 체포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강도상해, 치상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실무상으로는 광범위하므로 결국 준강도범이 

중하게 확대 처벌되는 부당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6. 9. 29. 2014헌바183 반대의견 역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해의 의미를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만들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즉,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

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폭행

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그런

데 실무상으로는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멍(피하출혈), 가벼운 찰과상이

나 타박상, 부종까지도 상해로 인정되고 있어(대법원 2002. 1. 11. 선고 

180) 같은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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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상해

의 범위는 사실상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해는 반드

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강도의 기

회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2. 1. 21. 91도2727 판결; 대법

원 1996. 7. 12. 96도1142 판결 등), 피해자가 강도의 협박을 피하려다 상해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181) 

또한 1997. 8. 21. 96헌바9의 반대의견, 2016. 9. 29. 2014헌바183 반대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강도의 공범의 경우에도 실무는 다른 공범

이 체포 면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직

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다른 공범 역시 여타 어떠한 정상 참작사유가 있

든지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강도살인, 강도치사의 경우와 달리 강도상해 및 치상은 양 죄의 법정

형이 동일한 점도 문제이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행위의 반가치성

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에서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

벌에 아무런 변별을 두고 있지 않다.182)

결국 구체적 범행의 동기나 상해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준강도상해의 비난가능성을 살인죄보다도 높게 

책정한 형법 제337조는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181) 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반대의견
182) 헌재 1997. 8. 21. 96헌바9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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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입법론

준강도 특성상 각 구성요소(절도와 폭행․협박)의 단순 총합의 불법성을 

초과하는 특별한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으

로 준강도라는 독자적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처벌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준강도죄의 성립 

요건 설정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에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주체

먼저 준강도 주체에 있어, 형법은 “절도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

체적 견해와 판례는 위 절도에 절도미수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준강도는 처벌 규정의 특수성 상 다른 결합범과는 달리 강도죄와의 균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준강도 주체에 절도미수범을 포함시키

는 대신 준강도의 기수 판단 여부는 절취행위기준설 또는 종합설에 따르

도록 하자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183) 이는 범죄 주체 해석에 있어서는 일

반적인 해석론을 따르면서도 기수와 미수의 판단에서 일반적인 해석론을 

183) 문채규, “절도와 강도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
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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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184) 이러한 입장에서 입법론적으로는 현

행 규정을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절도가 미수인 경우에는 

강도미수죄의 예에 의한다”는 방안도 고안된다.185)

그러나 절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절도미수범이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논리필연성을 인정키 어렵고, 준강도의 목적에서 체포면

탈과 죄적인멸을 삭제하게 되면 재물탈환 항거 목적은 절도기수범에게만 

유효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준강도 주체에 아예 절도미수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186) 이러한 경우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시 나뉠 

수 있다. 

먼저 현행 형법과 같이 준강도 및 준강도 미수의 처벌을 강도의 그것

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면서 절도기수

범만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제2항으로 “절도미수가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강도미수죄의 예에 의한다”는 입법 방식이 제안된다.187) 

두 번째는 준강도는 절도 기수범만이 주체가 되도록 “절도를 범한 자

가 ...” 등으로 하고, 처벌은 강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독

자적 법정형을 설정하는 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위 준강도 처벌을 강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방식은 양 죄

의 실질적 불법 및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절도

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그 불법과 죄질이 

재물 취득의 목적의 강도미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볼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준강도 고유의 불법성과 죄질을 생각했을 때 후자의 방법이 바

184) 문채규, 같은 곳. 
185) 문채규, 같은 곳.
186) 이러한 견지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구형법상 사후강도죄와 같은 형식을 제안하

거나(조현욱, 앞의 논문, 263면)거나,  “절도를 범하고 그 기회에” 라고 고쳐야 한
다는 주장(한상훈, 앞의 논문, 131면)이 있다.    

187) 문채규,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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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준강도는 절도기수범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절

도와 폭행·협박죄의 경합범으로 처리하거나 적절한 법정형을 새로이 설

정함이 타당하다. 

제2절 목적

두 번째로 준강도 목적에 대해 보면, 형법 제335조는 세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목적들은 

동질의 대등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체포면탈목적이나 죄적인멸 

목적은 재물탈환항거 목적과 달리 범죄유형적 정형성과는 무관한 것이

다.188) 다시 말해 ‘재물탈환항거 목적’은 준강도 성립에 있어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이나, ‘체포면탈, 죄적인멸 목적’은 범행이 발각된 긴

급상황에서 자기 방어적 동기의 주관적 발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의 성

립과는 무관한 책임관련요소라 할 것이다.189) 일반 절도에 비해 준강도죄

를 가중처벌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 추가적으로 책임감경적 요소가 필요

할 이유가 없다.190) 따라서 현행 준강도 목적은 본질과 기능이 상이한 요

소들을 선택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절도 기수범만이 준강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면, 현실적으

로 재물탈환 항거나 체포면탈목적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188) 문채규, 앞의 논문, 297면
189) 문채규,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93면
190) 문채규,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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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 경우 절취한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은 체포 당하지 않

으려는 목적과 실질적으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재물탈환항거 목적만 남기고 나머지 두 목적은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91) 

제3절 처벌

준강도죄의 취급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의용형법에서 “강도로써 논한

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형법은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있으

나 이러한 처리 방식은 준강도의 법정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적합치 않

다. 이는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준강

도를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여 준강도상해·치상을 인정하는 등 

준강도 처벌 확대에 기여하는 문제만 양산한다. 따라서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문언은 삭제하고 대신 준강도 고유의 법정형을 설정할 필요

성이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준강도의 법정형을 강도와 같게 할 것인가의 문

제가 남는다. 준강도의 처벌 수위는 본죄의 법적 성격과도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및 불법등가설의 입장

에서는 강도와 같은 형을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독립범죄

191) 이용식 교수도 절도기수범이 재물탈환항거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경우만 강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입법론적으로 준강도체포 면
탈이나 죄적인멸 목적은 절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재물탈환 항거 목적으로 포
섭되므로 이를 삭제해도 좋다고 한다(이용식, 앞의 논문, 4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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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에서는 준강도가 강도와는 차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지만 행

위자의 위험성으로 인해 강도와 등가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입

장이든 현재까지 준강도와 관련한 대체적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가능

한 한 준강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처벌의 불합리를 해결책

을 모색하려 하고, 더 나아가 준강도 법정형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

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논거로 양 죄의 불법 내

용 내지 실질적 위법성이 동일하다는 점이 제시되나 이에 동조하기 어렵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강도죄는 보통강도죄와 행위 구조가 상이

할 뿐 아니라 죄질 및 불법의 총량에 있어서도 동가치를 인정키 어렵

다.192) 형사정책적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위의 반가치성의 정도

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과 같이 준강도의 성

립 범위를 확장하고 일률적으로 강도죄의 형과 동일하게 처하는 것은 형

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준강도와 강도는 폭행·협박의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차

이가 있다. 또한 절도범이 범행이 발각되자 절취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

으려고 폭행·협박에 나아간 경우와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기 위해 폭

행·협박을 한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냐고 하면, 일반

적으로 후자일 것이다. 피고인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고, 형법전의 여타 

죄와의 형벌 균형성 및 국민의 건전한 법상식에 부합하는 처벌이 필요하

다. 과잉처벌만이 형사정책적으로 범법을 억지하는 능사가 아님을 물론

이다. 즉, 처벌의 적정성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독자적 

192) “준강도죄를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근거는 양 범죄의 행위불법이나 책임이 
등가한 데 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준강도 행위자가 실제로 발각되었거나 발각
되었다고 잘못 생각함으로써 폭행 ·협박의 범행을 유발시킬 특별한 위험성이 있
기 때문”이라는 김일수 교수의 주장도 같은 취지(김일수, 앞의 논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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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법정형은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나, 강도보다 감형을 해야 마땅

하다. “준강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강도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감경규정을 두어야 합리적 선고형이 가능하

다”는 이유로 2010년 법무부 발간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에서도 준강도

를 원칙적으로 강도의 형으로 처벌하되, 감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193) 

요컨대 준강도의 불법의 총량을 계량화했을 때 절도와 강도의 중간 정

도에 위치한다고 본다면 역시 절도보다는 중하게, 강도보다는 경하게 처

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본다. 비교법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형법이 비슷한 

입법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은 절도죄 장에서 준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준강도를 강도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와 강도의 중간 정도 처벌 수위이

다. 

제127조(절도) 자신 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영득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194)

제131조(준강도) 절도의 현행범으로 발각된 자가 절취한 물건을 

193) 허일태, “현행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Ⅲ-1, 법무부, 2010, 167면

194) Diebstahl
  § 127.   Wer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einem anderen mit dem 

Vorsatz wegnimmt, sich oder einen Dritten durch deren Zueignung 

unrechtmäßnig zu bereicher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360 Tagessätzen zu bestr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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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제3자가 유지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제89조)으로 협박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폭행이 지속적인 중한 결과를 수반한 

상해(제85조) 또는 사망을 초래한 때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195)

제142조(강도) ①자신 또는 제3자가 불법하게 영득할 고의로 폭

행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제89조)을 협박

하여 타인의 동산을 절취하거나 강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소액의 물건에 대하여 중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강도한 자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중강도(제143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196)

195) Räuberischer Diebstahl
   § 131.   Wer, bei einem Diebstahl auf frischer Tat betreten, Gewalt gegen 

eine Person anwendet oder sie mit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 89) bedroht, um sich oder einem Dritten die weggenommene 

Sache zu erhalten, ist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enn die Gewaltanwendung jedoch eine Körperverletzung mit 

schweren Dauerfolgen (§ 85) oder den Tod eines Menschen zur Folge hat, 

mit Freiheitsstrafe von fünf bis zu fünfzehn Jahren zu bestrafen.
196) Raub
   § 142. ①Wer mit Gewalt gegen eine Person oder durch Drohung mit 

gegenwäx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 89) einem anderen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mit dem Vorsatz wegnimmt oder abnöxtigt, durch 
deren Zueignung sich oder einen Dritten unrechtmädßxig zu bereichern, ist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bis zu zehn Jahren zu bestrafen.

            ②Wer einen Raub ohne Anwendung erheblicher Gewalt an einer  

    Sache geringen Wertes begeht, ist, wenn die Tat nur unbedeutende 

Folgen nach sich gezogen hat und es sich um keinen schweren Raub (§ 

143) handelt,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xnf Jahren zu 
bestr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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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준강도에서 가장 처벌 과잉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준강도상

해·치상 부분이다. 강도 살인·치사의 경우와 달리 강도상해와 치상에 

있어서는 양자 간 형의 경중이 없고,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중하다. 준강도처벌의 불합리를 개선하

기 위해 준강도죄 자체의 성립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으

나 준강도가 미수라도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준강도상해가 성립하게 된

다는 점에서 현재의 과중한 법정형 자체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197)

종합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나름 고안하자면 단순절도와 폭

행․협박 경합범의 형량과 비교 고려할 때 준강도는 상한을 9년 정도로, 

준강도상해의 경우 5년 이하, 준강도치상은 4년 이하 정도로 설정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문 형태로는 형법 제335조 제1항

(준강도)으로 “절도를 범한 자가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 또

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제2항(준강도상

해․치상)으로 “제1항의 행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

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7)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에서는 강도상해·치상의 법정형을, 상해의 경우 4년 이상의 
징역, 치상은 3년 이상 징역으로 처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허일태, 위의 논문,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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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상으로 준강도에 있어 연혁 및 외국 입법례, 법적 성격과 가중처벌 

이유, 견해의 대립이 있는 성립요건 상 문제, 미수범 판단 기준 및 처벌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의 준강

도 처벌에 관한 법감정도 엿보았다. 이를 토대로 법개정을 통해 준강도

의 문언을 다듬고 성립 요건을 제한하여 처벌의 불합리 개선 방안을 간

략하게나마 모색하였다. 

현행 실무는 준강도를 강도와 같은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 보면

서 준강도의 성립 및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도는 강도와는 

다른 불법과 책임을 지닌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강도와 같이 중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준강도에 관한 논의

는 기본적으로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처벌의 부당함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기수범에 제한된다 보아야 하고, 폭

행·협박의 정도 역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은 체포면탈과 죄적

인멸까지 준강도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절도 기수범만 준강도 주체

가 된다고 보면 재물탈환 항거 목적만 성립 요건으로서 유효하다 본다. 

준강도의 미수 판단은 구성요건 행위인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 타당하다. 또한 강도의 결합범 내지 상습강도, 강도예비·음모죄 등에 

있어 준강도는 성립하거나 해당될 여지가 없다.

절도범이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력범죄로 나아가는 위험 상황을 

대비해 형사정책적으로 이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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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도에 대비하여 양자 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법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처벌에 있어서도 변별을 두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강

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고 실질적 정의를 해할 우

려마저 있다. 입법적 개선 및 독자적 법정형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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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Quasi-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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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robbery is a crime committed by a thief for the purpose of

restraining the recapture of property, getting off scot-free or

destroying evidences of one’s crime.

While quasi-robbery is similar with robbery in that it is composed

of theft and assault/threat and criminal law treats the statutory of it

as the same level of that of robbery, quasi-robbery is not a special

case of robbery, rather an independent case from robbery.

Quasi-robbery has lower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an robbery

but is similarly punished for the danger of assault/threat derived from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crime detection.

Most countries punish quasi-robbery. Our country has a change of

regulations from old criminal law to current criminal law. Criminal

law defines that quasi-robbery is established even when assault/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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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one from the purpose of getting off scot-free or destroying

evidences of one’s crime, not only for the purpose of restraining the

recapture of property. However, quasi-robbery can be established only

for the purpose the restraining the recapture of property. And if only

a thief, not an attempted thief, is the subject of quasi-robbery,

quasi-robbery can be judged by the criteria whether the act of

assault/threat is completed or not.

Practically, the level of assault/threat of quasi-robbery is much

lower than that of robbery. Moreover, the court decides that an

attempted thief can be a subject of quasi-robbery. In addit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one who committed quasi-robbery can be a

subject of ‘a robber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and ‘a robber

resulting in a murder.’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quasi-robbery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in that it has a same penalty to

robbery.

The difference of view points is shown in a case of an accused

indicted of quasi-robbery in that while jury in a civic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made a unanimous verdict of being not guilty, but the

court ruled to be guilty. It shows that the jury hesitated to treat

quasi-robbery as same as robbery.

It is notable that in a constitutional case of quasi-robbery and

quasi-robbery wound, there was a meaningful opposite opinions.

While it may be required to punish quasi-robbery from the need of

criminal policy, the present penalty level is harsh. Excessive penalty

is not the only option to get the general deterrence. The re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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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robbery regul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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