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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1)

신   동   운*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초안이유서나 국회심의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이 

조문은 우리 입법자가 기존의 학설이 나뉘던 것을 입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야심적으로 마련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복잡한 학설대립을 입법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입법자의 구상과는 정반대로 학계의 논의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 형법 제27조의 해석론만큼 다양한 학설이 전개

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2)

형법 제27조는 학설대립의 다양성에 못지 않게 실무상 적용례가 드문 조문이라

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형법 제27조는 통상의 미수범이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

한 것(형법 제25조 제2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의 임의적 면제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7조를 반대해석하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경우는 전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형법 제27조를 이유로 형의 면

제를 인정한 판례나 또는 나아가 범죄불성립을 인정한 판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

지 아니하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7면, 168면 이하 참조.

2) 90년대 이후에 나온 불능범 관련 학술논문만 해도 10여편에 이르고 있다. 허일태 교수

는 학계의 현황에 대하여 “형법학자들은 위험성의 기준에 관해 적게는 4-5개에서부터 

많게는 10여 개의 학설을 소개하고, 그 많은 학설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판례연구[8], 

(2000),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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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법 제2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처벌에 그

치지 말고 형법 제27조의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촉구한 예도 없지 않다.3) 또 형

법 제27조가 규정한 “위험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과학적 일반인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설시한 판례도 있다.4)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형법 제27조가 규

정한 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 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통상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5)

학계의 논의상황과 실무의 운용상황을 함께 모아보면 형법 제27조는 강학상으

로 부산하게 논의되는 조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불능범을 규정한 형법 제27조야말로 학계

의 논의와 실무의 적용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소송사기와 불능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판례가 등장하 다. 1997년 

7월 8일에 선고된 97도632판결(공 1997, 2439)은 형법 제27조의 의의와 요건을 재

음미하게 하는 논점을 담고 있다. 이 판례는 직접 형법 제27조를 적용법조로 명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는 이 판례에 내포되어 있는 불능범의 논점

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 판례는 처음부터 결

과발생이 불가능한 소송사기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능범의 사례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능범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범죄불성립을 인정하 다는 점

에서 특히 주목된다. 만일 이 판례가 불능범임에도 불구하고 불처벌이 인정된 사

례로 평가된다면 한국 형법에서 나타난 불능범 불처벌의 최초사례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97도632 판결은 거짓서류를 꾸며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 다가 피고측이 사망하 음을 알고 소를 취하한 소송사기의 사안에 대하여 대

법원이 범죄불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소송사기의 방법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 던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 피고가 생존중인 것으

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사망하 음을 알

게 되자 이때 비로소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소송사기

를 시도한 원고를 검사가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기소하고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 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제소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에 

불과한바, 이처럼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3) 1984.2.14. 83도2967, 공 1984, 543.

4) 1978.3.28. 77도4049, 공 1978, 10761.

5) 1985.3.26. 85도206, 공 1985, 664; 1990.7.24. 90도1149, 공 199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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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

라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 던 것이

다.

97도632 판결에 대하여는 형법 제27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불능미수

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평석이 제시되고 있다. 비록 객관적으로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일지라도 소 제기 당시에 행위자는 피고가 생존중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27조가 규정한 바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

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이와 같은 비판적 평석에 접하면

서 형법 제27조의 의의와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 대법원은 어떠한 논리구성에 입

각하여 위의 소송사기 사건에 대하여 범죄불성립의 결론에 이르 겠는가 하는 점 

등을 짚어볼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 제27조는 불능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입법자

가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야심적으로 설정한 조문이다. 우리 

입법자의 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학설대립의 난

맥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7조 적용

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입법자의 구상을 파악하려면 

먼저 형법 제27조가 입법적 해결을 제공하려고 시도하 던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

다. 그 대상은 의용형법하에서 불능범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던 각종 학설과 판례로

서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그것을 의미한다. 1945

년 조국광복 이전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학설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

례라는 것은 아직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의용형법 하의 논의상황

1. 각국 판례의 현황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서 일본 형법학상 특히 견해의 대립이 심하 던 분

야 가운데 하나가 불능범 문제이다. 불능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불능범의 처리 여부는 당시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학파대립의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논제이었기 때문이다. 불능범과 관련하여 당시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테

마의 하나로 낙태죄의 불능범을 들 수 있다. 

낙태죄의 미수범은 일본형법이나 독일형법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었다.7) 

6) 김일수, 소송사기의 불능과 불능미수, 법률신문, 1997.12.15. 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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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국법원은 이미 1880년 5월 24일 연합부 판결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불능한 

방법을 사용한 낙태행위를 낙태미수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 다.8) 이후 독일 제국

법원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임신하지 아니한 부녀를 상대로 한 낙태미수를 인

정하 으며9)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859년 1월 6일의 판결10)이 임신하지 아니한 부녀에 

대한 낙태행위를 불능범이라고 보아 범죄불성립을 인정하 으나, 1928년 11월 9일 

프랑스 파훼원 판례11)는 임신하지 아니한 부녀에 대한 낙태미수를 인정하는 쪽으

로 방향을 선회하 던 것이다.12)

독일 및 프랑스에서 낙태미수의 불능범을 처벌하는 태도와는 반대로 일본 판례

는 낙태죄의 불능범 불처벌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1927년 6월 17일자 일본 대심

원 판례는 ｢낙태죄가 성립함에는 낙태수단을 시행할 당시에 태아가 생활력을 보

유함을 요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아가 이미 사망하 다고 한다면 

낙태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낙태수술을 시행하여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하 다.13)

낙태죄의 불능범 불처벌을 인정한 일본 대심원의 판례에는 살인죄의 불능범 불

처벌을 긍정한 1917년 9월 10일자 대심원 판례가 선행하고 있다. 일본 대심원은 

유황분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사안에 대하여 ｢살인죄로서 순전한 불

능범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살인죄에 문의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며 만일 또 

그 행위의 결과가 상해죄에 해당함에 있어서는 살인죄로서는 불능범이라 하여도 

상해죄를 가지고 이를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던 것이다.14)

7) 현재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형법 제218조 제4항, 일본형법 제215조 제2항 참조. 

우리 형법은 낙태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형법학계에서 낙태죄의 불능범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한국 형법학의 해석론으로 낙태죄의 불능범 사례를 논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외국 이론의 무분별한 번안수입에 기인한 무사려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8) RG 1, 439.

9) RG 8, 198.

10) Cassation 6 jauvier 1859; S. 51. 1, 362.

11) D.P. 1929, 1, 97.

12) 이상의 외국 판례의 검토는,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1950), 218면 이하를 

참조하 음. 이하 일본문헌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하기로 함.

13) 소화2년(1927년) 6월 17일 판결, 판례집 제6권 제6호 제215면.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

의 重要問題, 217면 각주 32면에서 재인용.

14) 대정6년(1917년) 9월 10일 판결록 제23집 제18권 제1003면. ｢살의를 가지고 2개의 다른 

살해방법으로 타인에게 시행한 바, 제1의 방법으로서는 살해의 결과를 야기함이 절대로 

불능하고 단순히 타인을 상해함에 그치고 제2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로소 살해의 목적

을 달성한 때에는 위의 2개의 행위가 모두 동일한 살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제1

의 방법에 의한 행위가 살인죄로서 순전한 불능범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살인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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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례와 개정초안

낙태미수에 관한 1927년의 일본 대심원 판례와 1928년의 프랑스 파훼원 판례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불능범을 처벌하

는 쪽으로 판례가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형법의 개정방향으로 어떠한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이 당시 일본 형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

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능범의 문제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

도가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한 불능범의 논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의와 참고의 대상이 되었던 제초안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1907년 일본형법(의용형법)

(불능범 규정 없음)

1927년 일본형법예비초안

제23조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범죄를 실행하려고 한 자는 미수범으로서 벌할 수 없다.15)

1931년 일본형법가안총칙

제22조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한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 위험한 것이 아닌 때는 

이를 벌치 않는다.16)

1913년 독일형법초안 

제30조 제2항 미수가 어떠한 사정 하에서도 기수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

관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안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17)

문의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며 만일 또 그 행위의 결과가 상해죄에 해당함에 있어서는 

살인죄로서는 불능범이라 하여도 상해죄를 가지고 이를 처단해야 하며, 제2의 방법에 

의한 살인죄의 기수와 연속범의 관계를 가지는 살인죄의 미수로써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226면 이하에서 재인용.

15) 小野淸一郞 편, 刑事法規集, 제1권, (1944), 198면 참조. 

16) 小野淸一郞 편, 刑事法規集, 제1권, (1944), 242면; 우리말 번역은, 법무부조사국, 법무자

료 제5집, 중국형법전, 만주형법전, 소련형법전, 일본형법가안, (1948.12.), 일본형법가안, 

5면에 따랐음.

17) Konnte der Versuch unter keinem Umständen zur Vollendung führen, so darf der 

Richter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Ist nach den besonderen 

Umständen des Falles eine Bestrafung geboten, so darf davon abgesehen werden. 

Entwürfe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Veröffentlicht auf Anordnung des 

Reichs-Justizministeriums, (1921), Erster Teil, Entwurf der Strafrechtsk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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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독일형법초안 

제24조 제2항 미수가 기수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안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18)

1922년 라드부르크 독일형법초안

제24조 제4항 행위자가 중대한 무지로 인하여 행위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객

체나 수단으로 행위를 시도한 경우에 그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한다.19)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3조 제4항 행위자가 자연법칙의 중대한 무지로 인하여 행위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객체나 수단으로 행위를 시도한 경우에 그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한다.20)

1927년 독일형법초안 

제26조 제3항 행위자가 선택한 수단이나 객체의 성질상 미수가 도저히 기수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히 경

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21)

1930년 독일형법초안 

(1913), S. 15 참조. 1945년 이전까지의 독일형법초안에 관한 개관으로는, Eb. Schmidt,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htspflege, 3. Auflage, (1983), 

§§327 ff., §334, §§350 ff. 참조 바람.

18) Konnte der Versuch nicht zur Vollendung führen, so darf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Ist nach den besonderen Umständen des Falles eine 

Bestrafung nicht geboten, so darf davon abgesehen werden.

Entwürfe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Veröffentlicht auf Anordnung des 

Reichs-Justizministeriums, (1921), Zweiter Teil, Entwurf von 1919, S. 12 참조.

19) Der Versuch bleibt straflos, wenn der Täter die Tat aus grober Unwissenheit an 

einem Gegenstand oder mit einem Mittel versucht hat, an oder mit dem die Tat 

überhaupt nicht ausgeführt werden kann. 

Gustav Radbruchs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es (1922), 

S. 4 참조. 1952년 J.C.B. Mohr 출판사에 의하여 위의 제목으로 출간된 책자를 참조하

음.

20) Der Versuch bleibt straflos, wenn der Täter die Tat aus grober Unwissenheit über 

Naturgesetze an einem Gegenstand oder mit einem Mittel versucht hat, an oder mit 

dem die Tat überhaupt nicht ausgeführt werden kann.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nebst Be-

gründung, Veröffentlicht auf Anordnung des Reichsjustizministeriums, (1925), S. 6 

참조.

21) Konnte der Versuch schon wegen der Art des vom Täter ausersehenen Mittels 

oder Gegenstandes überhaupt nicht zur Vollendung führen,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In besonders leichten Fällen kann es von 

Strafe absehen.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Reichstag. III 1924/27. 

Drucksache Nr. 3390. Ausgegeben am 19. Mai 1927, S.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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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항 범인이 선정한 수단 또는 객체의 종류가 그러하게 하는 것으로써 

미수가 전연 기수를 인도할 수 없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자유로운 재량으로 형을 감

경하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22)

1937년 스위스 신형법

제23조 제1항 어떤 자가 중죄 혹은 경죄를 실행할랴고 하여 행사한 수단 또는 

어떤 자가 중죄 혹은 경죄를 실행할랴고 한 대상이 여사(如斯)한 수단으로서는 또

는 여사한 대상에 대하여는 전연 범행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인 때는 재판관은 자유

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 범인이 무지의 결과 행위를 하 을 때는 재판관은 처벌은 행하지 않을 수 

있다.23)

위의 입법례 및 초안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불능

범의 개념이다. 위의 조문례들을 보면 규율의 대상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미수가 도저히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행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소위 절대

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의 구별방법에 의하여 절대적 불능에 해당하는 사안은 처

벌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적 불능에 해당하는 사안은 통상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은 절대적 불능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22) Konnte der Versuch schon wegen der Art des vom Täter ausersehenen Mittels 

oder Gegenstandes überhaupt nicht zur Vollendung führen,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oder von Strafe absehen.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nach den Beschlüssen der 

ersten Lesung des Deutschen Reichstagsausschusses und den Deutschen und 

Österreichschen Strafrechtskonferenzen, Ergänzungen zu Kohlrausch, 

Strafgesetzbuch, 29. Auflage, (1930), S. 13 참조. 우리말 번역은, 법무부조사국, 법무자

료 제6집, 독일형법전, 독일형법초안 및 부라질형법전, (1948.12.), 독일형법초안, 8면에 

따랐음.

23) § 23 ① Ist das Mittel, womit jemand ein Verbrechen oder ein Vergehen 

auszuführen versucht, oder der Gegenstand, woran er es auszuführen versucht, 

derart, dass die Tat mit solchen Mittel oder an einem solchen Gegenstande 

überhaupt nicht ausgeführt werden könnte, so kann der Richter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② Handelt der Täter aus Unverstand, so kann der Richter von einer Bestrafung 

Umgang nehmen.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322면 각주 (1) 참조. 우리말 번역은, 법무부조사

국, 법무자료 제9집, 서서형법전 및 서반아형법전, (1948.12.), 서서형법전, 6면에 따랐음. 

“재판관은 처벌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은 형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독일과 스위스의 초안례 및 입법례를 소개한 당시의 일본문헌으로는, 草野豹一郞, 

스위스新刑法과 不能犯, 法學新報, 소화18년(1943), 제53권 제4호가 있다. 이 은, 草野
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321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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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 고 제초안들도 불능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24) 

불능범에 관한 조문을 규정할 때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능범을 전면

적으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범죄불성립의 여지를 인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조문례들 가운데 1922년 

라드부르크 독일형법초안, 1925년의 독일형법초안, 1927년의 일본형법 예비초안, 

1931년의 일본형법 가안총칙 등은 불능범을 일정한 요건하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

단한 예에 속한다.25) 이에 대하여 1913년 독일형법초안, 1919년 독일형법초안, 

1927년 독일형법초안, 1930년 독일형법초안, 1937년 스위스 신형법 등은 불능범을 

전면적으로 처벌하기로 결단한 예에 속한다.26) 다만 불능범을 처벌하기로 결단한 

24) 불능범 불처벌의 여지를 인정한 1925년 독일형법초안은 그 이유서에서 불능범의 원칙

적인 처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초안은 원칙적으로 불능미수의 형

사처벌을 긍정하기로 하 다. 타인을 사살하려고 한 사람이 그가 총의 유효사거리를 과

신하 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침입절도범이 자신이 뒤진 

금고서랍이 비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강도범이 피해자가 기대하 던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할 수는 없다. 불능

미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능한 것이든지 상대적으로 불능한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초안 제23조 제1항[실행의 

착수에 관한 조문임; 필자 주]은 이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후략]｣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S. 23.

25) 1966년의 독일형법 대안(Alternativ-Entwurf)도 또한 불능범 불처벌의 계열에 속한다.

제25조 제3항 다음의 경우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함에 기하여 미수가 이루어진 경우

2. 미수가 중대한 무지에 기하고 그 결과 처음부터 위험성이 없는 경우

§25 AE

(3) Der Versuch bleibt straflos,

1. wenn er in der irrigen Annahme einer besonderen Pflichtenstellung begründet ist.

2. wenn er auf grobem Unverstand beruht und deshalb von vornherein ungefährlich 

ist. 

     Baumann u. a., Alternativ-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 Allgemeiner Teil, 2. 

Auflage, (1969), S. 11 참조.

26) 1962년 독일형법 정부초안은 불능범 처벌례에 속한다. 이 1962년 독일형법 정부초안은 

1975년 독일 신형법의 불능범조문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1962년 독일형법 정부초안 제27조 제3항 행위가 행해질 객체나 행위에 사용될 수단의 

성질상 미수가 기수에 달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행위자가 중대한 무지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독일형법 제64조 제2항) 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27 E 1962

(3) Hat der Täter aus grobem Unverstand verkannt, daß der Versuch nach der Art 

des Gegenstandes oder des Mittels, an oder mit dem die Tat begangen werden 

sollte, überhaupt nicht zur Vollendung führen konnte,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64 Abs.2) oder von Strafe ab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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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나 초안례들도, 그 요건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보다 자유로운 형

태로 형의 임의적 감경을 인정하고27) 나아가 형의 임의적 면제까지 허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StGB), E 1962 mit Begründung, Bundestagsvor-

lage, S. 15 참조.

27) 독일형법상 형의 감경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입법자가 규정한 감경한

도 내에서 법원이 형의 감경을 행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보

다 자유롭게 법원이 형의 감경을 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현행 독일형법을 기준으로 볼 

때 예컨대 일반적인 미수범의 감경은 전자에 의하며(독일형법 제23조 제2항, 제49조 제

1항), 불능미수의 감경은 후자에 의한다(독일형법 제23조 제3항, 제49조 제2항). 독일의 

제초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능범에 관한 형의 임의적 감경은 후자의 감경례에 따르고 

있다. 참고로 형의 감경에 관한 현행 독일형법 제49조의 조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독일형법 제49조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 

(1) 본항에 의한 형의 감경이 규정되어 있거나 허용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한다.

2. 유기자유형의 경우에는 법정최고형의 4분의 3까지만 형을 과할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일수(日數)의 상한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유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형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하한이 10년 또는 5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하한이 3년 또는 2년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하한이 1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하한[1월임; 필자 주]으로 한다.

(2) 본항을 지시한 법률에 기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원은 법률에 규정된 하한까지 형을 낮추거나 또는 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49 StGB

(1) Ist eine Milderung nach dieser Vorschrift vorgeschrieben oder zugelassen, so 

gilt für die Milderung folgendes:

1. An die Stelle von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tritt Freiheitsstrafe nich unter drei 

Jahren.

2. Bei zeitiger Freiheitsstrafe darf höchstens auf drei Viertel des angedrohten 

Höchstmaßes erkannt werden. Bei Geldstrafe gilt dasselbe für die Höchstzahl der 

Tagessätze.

3. Das erhöhte Mindestmaß einer Freiheitsstrafe ermäßigt sich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zehn oder fünf Jahren auf zwei Jahre,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drei oder zwei Jahren auf sechs Monate,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einem Jahr auf drei Monate,

im übrigen auf das gesetzliche Mindestmaß.

(2) Darf das Gericht nach einem Gesetz, das auf diese Vorschrift verweis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so kann es bis zum gesetzlichen 

Mindestmaß der angedrohten Strafe herabgehen oder statt auf Freiheitsstrafe auf 

Geldstrafe erk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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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형법 예비초안과 일본형법 가안총칙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형법개정작업을 보면 1927년 개정형법 예비초안, 

1931년 개정형법 가안총칙, 1940년 개정형법 가안각칙이라는 순서로 조문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27년의 일본형법 예비초안은 법무성 내의 실무가들이 중심이 되

어서 마련한 초안으로서 일본형법가안의 성안을 위한 심의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1931년 총칙부분과 관련하여 일본형법가안이 성안, 공표되었으며 1940년 각칙부분

이 성안완료되면서 일본형법가안 전체가 공표되었던 것이다.28)

불능범 조문과 관련하여 본다면 일본형법가안 제22조는 1931년에 성안된 것으

로서 그 토대는 1927년의 일본형법 예비초안 제23조이다. 일본형법 예비초안이나 

일본형법가안 모두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요건을 다소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불능범을 벌하지 

않기로 규정하 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일본형법가안 제22조의 토대가 되었던 

1927년 일본형법 예비초안 제23조는 다시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3조 제4항을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29) 이러한 평가는 불능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1927

년 일본형법 예비초안과 1925년 독일형법초안이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불능범 불처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31년 일본형법 가안총칙은 1927년 예비초안의 입법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서도 불능범 불처벌의 요건을 다소 달리 규정하 다. 1931년 가안총칙은 1927년 

예비초안이 사용하 던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지에 갈음하여 “그 행위

가 위험하지 아니한 때”라는 표지를 사용하 다. 한국 형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

본형법가안총칙이 “위험성”의 요건을 불능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사용하 다는 점

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형법 제27조가 불능범의 

요건으로 바로 “위험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1년 일본형법 가안총칙이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주관적 표지를 버

리고 “위험성”이라는 표지를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자료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지를 포기

한 부분과 “그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닌 때”라는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부분

28) 일본형법가안의 성립경위에 관하여는, 신동운, 공범론 조문체계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고찰,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 69면 

이하; 오 근․최종식,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999 봄호, 111

면 이하 참조. 

29) 木野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刑法綱領, (1941), 101면; 木野英一, 刑法改正의 諸問

題, (1934), 247면;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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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지의 삭제는 1927년 독일형법초안에 

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7년 독일형법초안은 1925년 초안과는 정반대로 

불능범 전면처벌의 방침을 천명하 다. 그와 동시에 1925년 독일형법초안이 불능

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설정하 던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의 표지도 삭제하

다. 1927년 독일형법초안 이유서는 이 요건의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1925년안이 제안하는 바는 커다란 의문에 봉착하 다. 즉 동규정이 포착되지 않는 

애매한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관념을 지시함으로써 도리어 형법상의 관념으

로서 필요한 확연한 한계를 결한 것으로서 비난되었다. 그리고 이를 아무리 광의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겨우 절대적 불능의 너무나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 적은 부분을 해결함에 지나지 아니하며 다른 부분은 전부 고려되지 않게 

된다.30)

요컨대 1927년 독일형법초안의 기안자들은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지

가 지나치게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의식하 으며, 나아가 이 요건을 불능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설정할 때 불처벌의 역은 극히 좁아지게 되고 오히려 통상

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역만 넓어지는 사태를 우려하 던 것이다.31)

4. 일본형법가안과 위험성 표지

일본형법 가안총칙 제22조가 한국 형법학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 

초안이 불능범의 요건으로 “위험성”이라는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 다는 점이

30)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223면 이하에서 재인용함. 우리 형법의 초안작성

자들이 활용하 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문헌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위의 번역문을 

재인용하 다. 원문은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Reichtstag. III. 1924/27. Druchksache Nr. 3390. Ausgegeben am 19. Mai 1927, S. 24. 

참조.

31) 여기에서 1925년 독일형법초안과 1927년 독일형법초안의 미수범처벌방식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당시 시행중이던 독일형법은 미수범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었다(당시 독일형법 제43조). 이에 대하여 1925년 초안은 미수범의 처벌을 임의적 감

경방식에 의하기로 하 다(동초안 제23조 제2항). 이에 반하여 1927년 초안은 미수범처

벌을 다시 필요적 감경방식에 의하기로 하 다(동초안 제26조 제2항). 1927년 독일형법

초안이 불능범을 처벌하면서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를 인정한 것은 일반적인 미

수범의 경우에 인정되는 필요적 감경을 전제로 하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그 형의 하한

을 자유롭게 낮추거나 또는 형의 면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Reichtstag. III. 1924/27. Druchksache 

Nr. 3390. Ausgegeben am 19. Mai 1927,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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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형법가안이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표지를 삭제한 것은 1927년 독

일형법초안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위험하지 아니한 때”라는 

표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독일형법의 제초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위험성”이라는 표지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주관적 표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은 다음의 점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독일형법의 초안작성과정에서 “위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1925년 독

일형법초안의 이유서에서이다. 1925년 초안은 그 이유서에서 불능범의 문제상황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수범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단행해야 할 가장 주요한 

사항은 주관주의적 미수범설과 객관주의적 미수범설 사이에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형벌이 규정된 구성요건을 실현시키기에 적당하

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형사처벌(Strafbarkeit)을 인정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인

가? 아니면 행위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실제로(객

관적으로) 법률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성(vom Gesetz 

mißbilligte Veletzung oder Gefährdung)을 야기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만 미수범

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소위 불능미수는 불처벌(straflos)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

가?32)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925년 독일형법초안이 미수범에 대한 객관주의의 입

장을 “법익의 침해” 또는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다. 1925년 초안에 제시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1927년 초안의 이유서에도 동일한 

문장을 통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33) 이와 같이 “위험성”이라는 용어는 독일초

안들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일본형법가안이 불

능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위험성” 표지를 사용하 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본형

법가안이 “위험성”의 표지를 사용한 이유는 일본학계 자체의 분석에서 찾아보아

야 할 것이다. 

일본형법가안 제22조가 “위험성”의 표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본형법 예비

초안을 거쳐 일본형법가안의 성안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바 있는 木野英一은 다음

32)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nebst Begrün-

dung. Veröffentlicht auf Anordnung des Reichsjustizministeriums. Zweiter Teil: Be-

gründung, (1925), S. 23. 

33)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Reichtstag. III. 1924/27. 

Druchksache Nr. 3390. Ausgegeben am 19. Mai 1927,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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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일본형법가안]은 [일본형법]예비초안이 채택한 바를 버리고 일종의 입장을 

규정 위에 나타내기로 하 다. 제22조의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한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규정의 기안자는 객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능범의 관념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미수에서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하 던 것이

다.｣34)

木野英一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

형법 예비초안과 일본형법 가안총칙이 불능범을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한 경우”

로 동일하게 개념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형법 가안총칙이 예비초

안에 대하여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 던 부분은 “자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주

관적 표지를 “그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닌 때”라는 객관적 표지로 대체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木野英一은 “객관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1925년 독일형법초안 이유서의 설명을 곧바로 연상시키기 때문

이다.

일본형법가안 제22조가 불능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과의 발생함이 불능한 경

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것을 놓고 당시 일본 형법학계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제시되었다. 일본형법가안 

제22조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불능범을 포함한 미수범 일반을 객관주의의 관점에

서 파악할 것인가 주관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과 불능범의 표지

로 사용된 “위험성”의 표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형법가안의 미수범처벌방식에 대하여 주관주의 입장을 주장하 던 木
野英一은 세계 각국의 입법례나 형법초안들이 주관주의적 관점에 서서 불능범을 
처벌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형법가안이 이러한 세계

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 다.35) 이에 대

하여 객관주의를 주장하 던 小野淸一郞은 “주관설은 국가절대주의적 이데올로기
를 근거로 하는 미수범론이다. 이에 반하여 객관설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근

34) 木野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刑法綱領, 101면 이하.

35) 木野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刑法綱領, 104면 이하. 당시 일본 형법학계의 일반적

인 동향에 대해서는, 이경재, 일본 형법학의 발전과 그 전개과정; 유일당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2001), 219면 이하, 특히 221면 이하 참

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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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하는 미수범론이다”36)라는 인식하에 일본형법가안 제22조는 “위험하지 아니

한 행위는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일응 이유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37) 

불능범 불처벌을 규정한 일본형법가안 제22조의 또 다른 평가대상은 “위험성”

이라는 표지의 사용이다. 미수범 처벌과 관련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견해대립

에도 불구하고 일본형법가안이 불능범 불처벌의 요건으로 “위험성”의 표지를 사

용한 점에 대해서 양 진 은 공통된 우려를 나타내었다. 주관주의를 주장한 木野
英一은 특히 “위험성”의 표지를 적용하게 될 경우 당시 일본에서 불능범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었던 객관적 위험-주관적 위험, 구체적 위험-추상적 

위험 등의 학설대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38) 객관주의적 관점에

서 일본형법가안 제22조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 던 小野淸一郞도 “위험성”의 

표지가 구성요건을 떠나서 막연한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 다. 그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구성요건을 떠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추

상적 위험설을 취하게 되면 미신범까지도 불능범이 아니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피력하면서 바로 이 점에 일본형법가안 제22조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 다.39)

일본형법가안이 공표되던 당시에 일본학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형법

가안이 사용한 “위험성”의 표지는 대단히 함축적인 용어이어서 각인이 각자의 기

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0)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25년 독일형법초안 및 1927년 독일형법초안의 이유서나 木野英一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의 표지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능범의 문제에 접근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형법가안을 

주석한 久禮多益喜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41)

36) 小野淸一郞, 형법총칙초안에 있어서의 미수범 및 불능범, 法學協會五十周年紀念論文集, 

제1부, 361면.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219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小野淸一
郞은 일본형법가안의 각칙이 총칙과 함께 공간된 1940년대에 이르면 소위 “일본법리”

를 주창하면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합하게 된다.

37) 小野淸一郞, 刑法에 있어서의 道義와 政策, 法律時報, 제20권 제7호, (1940.7.), 713면 이하. 

38) 木野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刑法綱領, 102면.

39) 小野淸一郞, 刑法에 있어서의 道義와 政策, 714면.

40) 草野豹一郞, 刑法改正上의 重要問題, 225면.

41) 일본형법가안의 성안에 관여하 으며 가안이 발표되던 당시 대심원판사이었던 久禮多
益喜는 가안의 전 조문에 대하여 사적인 주석을 가하 다. 그의 주석은 가안에 대한 일

종의 입법이유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久禮多益喜, 昭和15年 改正刑法假案 註釋, 

法律時報, 昭和35年 6月 28日 臨時增刊號, 제32권 제8호, (1960), 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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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의 성부에 관하여는 객관설(다시 나누어 고전설(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

을 구별하여 앞의 경우에만 불능범을 인정하고 뒤의 경우에는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

과 법적불능설(구성요건의 일부가 흠결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이 불능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관설(범죄적 의사의 구체화는 모두 범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불능범의 성립을 부인한다) 외에 다시 위험설(의사실현

의 위험성(구성요건실현의 적응성)을 가지고 미수범의 본질이라고 한다)이 있다. 그리

고 위험설 중 다시 구체적 위험설(행위의 구체적 관찰에 있어서 위험의 유무를 결정

한다), 추상적 위험설(행위의 추상적 관찰에 있어서 위험의 유무를 결정한다), 주관적 

위험설(행위자에 있어서의 주관상태의 객관적 존재를 의제하고 그것을 표준으로 하여 

위험의 유무를 결정한다) 등이 있지만 ｢상당위험설｣(행위에 있어서의 주관, 객관 양방

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여기에 일반적, 사회통념적 가치판단을 내려서 위

험의 유무를 결정한다)을 온당한 견해로 한다.

본조도 또한 상당위험설에 의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즉 소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능한 경우｣란 단순히 결과발생의 구체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소위 ｢그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닌 때｣란 ｢그 행위에 결과발생 기타 

구성요건실현의 상당위험성이 없는 경우｣의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

에 상당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범죄 그 자체의 성립이 조각되는 것

으로서 소위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란 ｢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다.42)

 지금까지 불능범과 관련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 그리고 관련된 입법례와 초안

례들을 1945년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사전지식을 가지

고 우리 형법전의 제정과정에서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차례이다. 

Ⅲ. 1948년 형법요강

1945년 8월 조국 광복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시급하 던 작업은 대한민국

의 건국을 위한 헌법제정작업과 일문(日文)의 법률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군정 치하인 1947년 6월 30일에 법제편

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43) 기본법령의 정비 가운데에서도 시급하 던 것은 일제압

42) 久禮多益喜, 昭和15年 改正刑法假案 註釋, 348면.

43) 형법초안의 성립과정에 관해서는 형법초안이유설명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형사법령

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이하, 709면 이하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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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의 형사법령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법제편찬위원

회는 형법전의 기초(起草)와 관련하여 총칙을 양원일(梁元一) 위원44)에게, 각칙을 

엄상섭(嚴祥燮) 위원45)에게 각각 담당하도록 하 다.46) 법제편찬위원회는 수차의 

회의를 거쳐서 1948년 초에 형법요강을 성안하 고 이 형법요강은 1948년 6월경

에 공표되기에 이르 다.47)

법제편찬위원회의 형법요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요강의 각칙

부분에는 비교적 자세한 입법방침이 밝혀져 있으나 총칙부분에는 단순히 목차만 

정리, 소개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불능범

과 관련하여 보면, 법제편찬위원회 형법요강은 “제3장 미수죄에는”이라는 표제하

에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라고만 적고 있을 뿐이다.48) 따라서 어떠한 구

상하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들 미수범의 형태가 규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편찬위원회 형법요강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능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형법전에 두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법정 지 7월호에 공개된 법제편찬위원회의 형법요강은 불능범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형법

요강의 이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1948년 법정 지 9월호 및 10월호에 발표된 엄

상섭의 형법요강해설이 주목된다.49) 엄상섭은 “(4) ｢미수범｣에 대하여” 라는 항목

에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불능범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험치 아니하면 처벌치 아니한다는 지를 명백히 규정

하여서 불능범에 관한 해석상의 학설의 구구함을 정리할 것과 중지미수에 관하여 명

확한 규정을 둘 것이 신형법의 이 장(章) 하에서의 특색이다.50)

44) 법원행정처, 법원사 (자료편), (1995), 620면에 의하면 양원일 위원은 1945년 12월 5일자

로 경성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45) 법정, 1948년 9월호에는 “형법요강해설(1)”의 필자인 엄상섭이 대검찰청검사로 표시되

고 있다. 엄상섭(1907.5.25.-1960.5.3.)에 관하여는, 최종고, 엄상섭 (상), 사법행정, 

1986.5., 120면 이하; 최종고, 엄상섭 (하), 사법행정, 1986.6., 88면 이하 참조. 

46)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47) 이 형법요강안은, 조선법제편찬위원회기초요강(2), 법정, 1948.7., 45면 이하에 공간됨. 

이 형법요강안은,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5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음.

48)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6면.

49) 엄상섭, 형법요강해설(1), 법정, 1948.9., 18면 이하; 엄상섭, 형법요강해설(2․완), 법정, 

1948.10., 12면 이하. 

50) 엄상섭, 형법요강해설(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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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섭의 형법요강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용형법 하에

서 전개되었던 불능범에 관한 해석상의 구구함을 입법자의 권위를 통하여 정리하

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법전의 편찬작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표

방하는 자세로서 일견 당연한 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업상섭의 형법

요강해설에서 실질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불능범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험치 아

니하면 처벌치 아니한다”는 뜻을 새로운 형법전에 규정하겠다는 대목이다. 불능범

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험하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구상은 바로 일본

형법가안 제22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요컨대 형법요강 작성 당시 법제편

찬위원회의 불능범에 관한 구상은 일단 불능범 불처벌의 입법적 결단에 입각하

다고 생각된다.

1948년 6월에 공개되었던 형법요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일단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51) 미군정 하에 활동하 던 법제편찬위원회는 대한민

국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법전편찬위원회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법제편찬위원회의 사업을 계승하 는데, 형법요강의 기초는 종

전과 마찬가지로 총칙은 양원일 위원이, 각칙은 엄상섭 위원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 다. 두 위원은 다시 요강을 법전편찬위원회총회에 제출하 고, 법전편찬위원

회는 4회에 걸쳐 이를 재검토한 후 1948년 12월 11일 형법제정요강을 재의결하

다.52) 재의결된 형법요강이 공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

법초안의 기초담당자들인 양원일 위원과 엄상섭 의원이 그대로 유임된 점과 새로 

출범한 법전편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미군정하의 법제편찬위원회의 위원

들과 일치하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48년 6월의 형법요강은 법전편찬위원회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1) 1948년 형법요강에 대하여 국외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가한 로는, 장승두(張承斗),   

｢형법요강｣을 논함(1), 법정, 1949.1., 39면 이하; 장승두, ｢형법요강｣을 논함(2․완), 법

정, 1949.2., 24면 이하 참조.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장승두는 엄상

섭이 해설한 형법요강 중 불능범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 총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여사(如斯)한 개정은 어느 것이나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대체로 일본의 형법개

정 강령(1926년 임시법제심의회결의), 형법개정가안(1931년, 형법병(並)감옥법개정조사

위원회총회결의)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본 요강의 총칙을 개관하면 대체로 주관주의 

내지 교육형의 입장을 많이 고려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관주의를 전통적인 객관

주의에 대하여 원활히 형법에 삼입(滲入)시키려는 기술적인 노작이 세계 형법개정에 있

어서의 안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세계 형사입법의 추세에 순응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장승두, ｢형법요강｣을 논함(1), 41면.

52)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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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951년 정부초안

1. 정부초안의 특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초안의 기초(起草)는 양원일 위원이 총칙을, 엄

상섭 위원이 각칙을 담당하기로 하 다. 그러나 1949년 3월 양원일 위원이 사망함

에 따라53) 김병로(金炳魯)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총칙의 기초를 자담(自擔)하

게 되었다.54) 김병로 위원장과 엄상섭 위원은 담당부분의 기초를 완성하여 형법초

안의 가안(假案)을 탈고하 다. 이 가안은 김병로 위원장, 이인, 권승렬 양 부위원

장, 최병주, 김갑수, 정윤환 위원으로 구성된 법률안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

률안심의위원회는 1949년 6월 20일부터 동년 9월 12일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심

의를 거듭한 후 제2가안을 완성하 다.55) 법률안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계속 중에

도 먼저 심의가 종료된 총칙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법률안심의회가 작성한 제2가안에 대하여 1949년 8월 6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

지 전후 11회에 걸쳐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형법초안을 성안하기에 

이르 다.56)

1949년 11월 12일 확정된 법전편찬위원회 형법초안은 곧 정부의 형법안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이 형법초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려면 정부의 형법안제출이 필요하

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형법안의 국회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

었다. 부산 피난시절인 1951년 4월 13일 마침내 정부로부터 형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1951년 정부초안은 제27조에서 불능범의 처리와 관련하여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정부초안 제27조는 1948년 엄상섭의 형법요강해설과는 

정반대로 불능범의 형사처벌이라는 쪽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주목된다.

1951년 형법초안의 이유서를 보면 입안의 근본원칙의 하나로 “7. 형법학설의 화

려기발함에 편파됨을 피하고 그 건전중정함을 택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 다. 

53) 법원행정처, 법원사 (자료집), 620면에는 양원일이 1949년 3월 3일에 사망한 것으로, 당

시 직함은 서울고법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4)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55)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이 제1가안과 제2가안이 공간되거나 발표된 문헌은 

아직 찾지 못하 다.

56)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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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특히 새로운 형법초안을 광범위로 참고하 다”고 

밝히고 있다.57) 그러나 초안이유서는 “제3 총칙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7) 불

능범에 대한 규정(제27조)”이라고만 적고 있을 뿐 불능범 조문의 입법취지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58)

비록 형법초안 이유서가 불능범에 대하여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초안

이유서가 입안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한 바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특히 새로운 형

법초안을 광범위로 참고하 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능범에 관한 형법초안 제27조

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불능범 처벌의 입법례로 주목되는 

것은 1937년의 스위스 신형법이며, 1927년 독일초안과 1930년 독일초안이 불능범 

처벌로 결단한 형법초안이라는 점에서 위의 서술은 불능범의 설명에 정확히 들어

맞기 때문이다.

불능범에 관한 정부초안의 입법이유는 형법초안이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국회심의과정에서 형법총칙의 기초를 담당한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의 발언에서 그 입법취지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전편

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 형법안 제1독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는데, 불능범과 관련하여 다음의 발언이 주목된다.

형법 총칙편에 있어서는 첫째 범죄에 관한 일반적 관념 즉 말하자면 범죄가 성립

되는 데에 공통되는 총칙적 일반적 관념에 있어서 종전에 어느 나라 형법에는 조문이 

없고 어느 나라 형법에는 그러한 조문을 두고 또는 종전에 학자들의 학설로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다투고 따라서 사실적 판단을 인정에 따라서 혹 좌우되는 그러한 이론

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그러한 것을 법조로 정하는 이론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 한 것을 편리

한 대로 말 하면 우선 여러분이 제일 알기 쉬운 일본형법은 조문이 없읍니다. 학자

의 학설이라든지 혹은 판결문에는 혹 있지만 조문으로는 특별히 설치되지 않었든 것

을 조문으로 명백히 한 부분을 먼저 간단히 열거해 드리면 첫째, 범죄에 있어서 일반

으로 공통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문이 새로 제17조로 설치가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는 불능범이라는 것을 학자의 학설로는 서로서로 논쟁이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불

57)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7면.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법무

부조사국은 1948년 12월 법무자료 제5집부터 제9집에 걸쳐서 각국의 형법전과 형법초

안을 번역, 출간하 다. 이 법무자료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번역들은 

일본의 사법자료를 중역한 것이다. 법무부조사국, 법무자료 제5집, 중국형법전, 만주형

법전, 소련형법전 및 일본개정형법가안; 법무자료 제6집, 독일형법전, 독일형법초안 및 

부라질형법전; 법무자료 제7집, 불란서형법전 및 인도형법전; 법무자료 제8집, 이태리형

법전 및 첵고스라바기아형법전; 법무자료 제9집, 서서형법전 및 서반아형법전. 

58)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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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범이라는 것을 그것의 조문을 새로 우리는 명문으로 신설했읍니다.59)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취지는 요컨대 지금까지 명문의 조문이 

없이 학설상 논란되어 왔던 불능범의 문제를 명문의 조문을 신설하여 해결하겠다

는 것이다. 학설상의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새로운 법전의 초안

에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포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부는 이미 엄상섭

의 형법요강해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김병로 위원장은 불능범을 처벌하

기로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이유나 취지는 여전히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다만 형법초안 이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형법초

안들을 살펴볼 때 최신의 입법례들이 불능범처벌 쪽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아니하 을까 생각된다.

2. 정부초안의 불능범조문

1951년 정부초안의 불능범 규정은 조문구성의 형식에 있어서 독일의 1927년 초

안 및 1930년 초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양자를 대비해 

본다.

1951년 정부초안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927년 독일형법초안 

제26조 제3항 행위자가 선택한 수단이나 객체의 성질상 미수가 도저히 기수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히 경

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930년 독일형법초안 

제26조 제3항 범인이 선정한 수단 또는 객체의 종류가 그러하게 하는 것으로써 

미수가 전연 기수를 인도할 수 없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자유로운 재량으로 형을 감

경하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불능범에 관한 1927년 독일형법초안은 일본형법 예

비초안의 모델이 되었던 1925년 독일형법초안과 결별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불능

범 처벌의 방침을 천명한 1927년 독일형법초안의 구상은 1930년 독일형법초안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고 있다. 조문 구성 자체를 놓고 보면 1930년 독일형법초안이 

59) 형법제정자료집(1) 형법, 1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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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1951년 형법초안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두 초안은 실행수단과 

실행대상에 존재하는 사유를 결과발생 불가능의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자

연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주관적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형의 임의적 감경 

과 임의적 면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형의 면제를 별도의 항으로 처리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서로 공통된다.60) 한편 1951년 정부초안은 일본형법가안이 

사용한 바 있는 “위험성”이라는 표지를 불능범 규정에 채택하지 아니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1948년 형법요강과 달리 1951년 정부초안이 불능범처벌 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주된 이유의 하나로 형법초안 총칙 기초자

의 변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형법초안의 기초(起草)작업은 1947년 미군정 당시 

법제편찬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건국후에는 법전편찬위원회

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이 과정에서 애당초 총칙의 기초를 담당하 던 양원일 위

원이 사망하여 김병로 위원장이 형법초안 총칙의 기초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엄상섭의 형법요강해설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양원일 위원과 엄상섭 위원은 

형법요강의 기초 담당자로서 불능범 불처벌의 기본입장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총칙의 기초를 

새로이 담당하게 된 기회에 불능범에 대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 던 것으

로 보인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불능범 처벌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는 직접

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반란사건이 형법총칙

을 기초함에 있어서 형법의 사회방위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하

으리라고 생각된다.61) 또한 당시로 볼 때 최신의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 1937년 

60) 당시의 독일형법전 및 1930년 독일형법초안은 우리 법무부에 의하여 1948년 12월에 번

역, 소개되고 있다. 법무부조사국, 법무자료 제6집, 독일형법전, 독일형법초안 및 브라질

형법전, (1948.12.). 한편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형법안에 대한 국회 제1독회

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일 특이한 가운데에서는 많이 규정되어 있기는 독일법전입니다. 독일

법전이라는 것은 독일시행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둘이 있어

서 새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러한 개정안으로서 참고에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이론과 학

자의 이론이 맥히지 않이하고 이러한 것을 명백히 법문으로서 일반범죄에다가 총칙규

정으로서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 우리 형법 법전입니다.｣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

법, 170면.

61) 이 점은 1951년 정부초안이 소위 의제공범의 제도를 규정한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8면 이하; 신동운, 공범론 조문체계의 성립에 관한 연혁

적 고찰,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 81

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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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신형법62)을 비롯하여 1927년 및 1930년 독일형법초안63)이 불능범 처벌의 

입장을 채택한 것에도 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특히 후자의 점은 형법초

안이유서가 “세계각국의 입법례와 특히 새로운 형법초안을 광범위로 참고하 다”

고 적고 있는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64)

Ⅴ. 1952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 법사위수정안의 특징

1951년 4월 1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형법전 정부초안은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상섭 의원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정부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 다.65)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법제편찬위원회의 

형법요강작성 이래 형법각칙 부분의 기초를 담당하 던 엄상섭이 1950년 5월 30

일 총선거를 통하여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에 진출하 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 

엄상섭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초안에 대한 주심(主審)으로서 형법

초안의 각칙은 물론 총칙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1952년도에 수차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

회 수정안과 함께 1952년 8월 29일 정부의 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

다.66)

1953년 3월 23일 김종순 외 14인의 국회의원들은 형법안 긴급상정에 관한 결의

안을 제15회 정기국회에 제출하 고 이 결의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채택되었

다.67) 이어서 1953년 4월 16일 마침내 형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제1독회에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김병로 대법원장으로부터 

62) 1937년의 스위스 신형법은 1948년 12월에 번역, 출간되고 있다. 법무부조사국, 법무자

료 제9호, 서서형법전 및 서반아형법전, (1948.12.).

63) 당시 시행중이던 독일형법전 및 1930년 독일형법초안은 1948년 12월 번역, 출간되고 

있다. 법무부조사국, 법무자료 제6집, 독일형법전, 독일형법초안 및 부라질형법전.

64)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87면. 법전편찬위원회의 형법초안이 성안된 1949년의 시점

을 놓고 볼 때 세계 각국의 형법개정현황을 소개하는 당시의 최신 일본문헌으로, 木野
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法綱領, (1941)이 주목된다. 이 책에서 그는 주관주의가 세

계 형법개정운동의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木野英一, 改正刑法假案과 나치스法綱領, 

15면 이하, 특히 20면 이하 참조.

65)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4면. 윤길중(尹吉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의함.

66)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54면.

67)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55,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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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 엄상섭 의원으로부터 법제사

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뒤 곧바로 제2독회로 들어가 정부

초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기타 국회의원들의 개별수정안 등을 일괄 심의하기

로 결정하 다.68)

1953년 4월 16일의 형법안 제1독회에서 엄상섭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경과와 수정사항을 설명하면서 법사위의 심의방침을 

설명하 다. 이 자리에서 엄상섭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주의적 형법을 만

들기 위하여 노력하 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 다. 우선 엄상섭 의원은 법전편찬

위원회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형법전 정부초안이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노력이 다

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 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국시로 

하고 그렇게 나오는 나라인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민주주의적 형법을 만들자 이러는 

데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69) 그런데 그 방면에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우리 형법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되고 있는데 마침 여수반란사건 같은 것이 나서 좌익세력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발족한 신생국가가 그런 반국가적 반

민족적 세력 때문에 혹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나머지에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살리는 점이 조금 소홀히 된 점이 상당히 드러 있읍니다.｣70)

68)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0면.

69) 법정지 1949년 2월호에 1948년의 형법요강에 대한 논평을 기고한 장승두는 민주주의적 

형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행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후 ｢팟쇼｣ ｢나치스｣국가의 대두와 함께 형법은 자유형법으로부터 권

위형법으로 급격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 권위형법의 대표적인 것은, ｢쏘련형법｣, ｢팟

쇼｣이태리형법, ｢나치스｣독일형법이니, 차등(此等)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경

시 우(又)는 부정되고 실질적 범죄관념 우에 입각하여 유추를 인정하고, 특히 ｢나치스｣

형법에 있어서는 형법의 효력의 소급이 긍정되었다. 또 법익보호에 있어 국가적 법익보

호의 강화를 특색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형법은 자유형법과 권위형법 중 그 어느 

것이어야 하는가? 생각컨대, 현재 우리는 사법민주화의 단계에 처해 있다. 사법민주화

란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주안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여사

(如斯)한 견지에서 ｢쏘련｣이나 ｢나치스｣ ｢팟쇼｣와 여(如)한 극단한 권위형법의 형식은 

차(此)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로부터 국가적 사회적 법익

을 보호하는 점을 경시할 수 없다. 요는, 형법의 개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마그나, 칼타

｣적 임무, 국가사회방위처분으로서의 보안적 임무,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조화시키는 것, 

환언하면 자유형법과 권위형법의 양면을 절충조화케 하는 것이 금일 사법민주화의 단

계에 있어서의 우리 형법이 맛땅히 취하여야 할 입법방향인 것이다. 여사(如斯)한 의미

에서 본 요강이 취한 태도는 이 방향에 순응한 것이라 하겠다.｣ 장승두, ｢형법요강｣을 

논함(1), 40면.

70)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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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엄상섭 의원은 형법에 민주주의적 요

소를 강화해야 할 이유로 새로운 상황변화를 지적하 다. 

｢그 뒤에 이 초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벌써 6.25사변이 돌발이 

돼서 이제는 무력전이 시작되어서 단순히 형법 정도를 가지고 그 좌익세력을 막는다

는 것은 벌써 시기도 지나갔고 우리가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소련세력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 우리가 먹혀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

을 제압하고 이러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러설 때에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기반이 튼튼히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법전편찬위원회에

서 이 형법이 심의되고 있을 때에 조금 민주주의 정신이 소홀히 된 점을 많이 수정

하기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71)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의 상황에서 형법의 사회방위적 임무를 강조

하지 않고 오히려 종전(終戰) 이후에 다가올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소련

의 세력을 제압하고 일어설 때에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기반이 튼튼히 될 것”이

라고 전망한 엄상섭 의원의 형법관은 역설적이면서도 또한 매우 진보적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72)

이어서 엄상섭 의원은 형법이 안고 있는 자유주의적 요청과 공익적 요청의 갈

등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 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법률입니

다. 그래서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보아서는 형법은 될 

수 있는대로 관대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들 전면에 

나타나 있는 좌익세력이라든지 반국가적 행위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평화

로운 국민생활을 방해하는 부정도배들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공익

적 요청에서 본다면 이것을 엄격하고 중하게 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

기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겠다는 요청과 또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야 되

71)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6면.

72) 엄상섭 의원의 이와 같은 시각은 제2대 국회의 활동상황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인다. 형사법 분야와 관련하여 제2대 국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국회로서 주

목된다. 그러나 제2대 국회는 양대 법전의 제정 이전에 이미 6.25 발발 직후 공포, 시행

되었던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국민방위군사건｣ 및 ｢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국정조사를 수행하 다. ｢국민방위군사건｣에서 엄상섭 의원은 조

사위원장으로 경북 일대를 실시조사하여 그 참상을 직접 확인하 다고 한다. 엄상섭, 

해방10년정치사, 사상계, 1955.9., 207면 이하 참조. 전시특별법의 가혹함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제2대 국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2호, (2000.9.), 1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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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하는 공익적인 요청과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법률중에서도 

이 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형법상의 초점이 어데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지

도원리를 어떻게 어떤 점에다가 조화시키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해의 차이

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혹은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나올 것입니다｣73)

형법이 안고 있는 갈등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엄상섭 의원은 형법의 보충성을 

특히 강조하 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둘 것은 이 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할 때에 잘 아시다시피 형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의 하

나로서 이 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 즉 다시 말하면 사회

도 개조하고, 혹은 도의관념도 확립시키고, 사회악을 모두 제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이 형법에다가 지워가지고는 도저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

다. 형법에다가 지나친 부담을 가했다가는 혹은 뿔을 고치다가 소를 잡는다는 것과 

같은 결과에 돌아갈 것입니다. [중략]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형법에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면 이런 결과가 날 뿐이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고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학자들이 말하기를 형법의 제2의성(第二義性)이라고도 하

고74) 형법의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형법

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좌익세력도 막아지고 모든 사회문제도 해결된다고 할 때

에 형법은 엄하게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결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자, 이 정도로 보면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전한 양식을 가미할 때에는 아까 

말 드린 바 두 가지 원칙의 조화점이 저절로 발견될 줄 압니다. 그 한 점을 머리 속

에 넣고 몇 가지 수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읍니다.75)

엄상섭 의원이 주심이 되어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바로 이와 같은 

형법민주화 및 형법의 보충성을 강조하는 기조 위에서 성안되었던 것이다.76) 여기

73)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7면.

74)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8면은 제2희생(第二犧牲)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제2의성(第二義性)의 오식이다. 

75)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77면 이하. 형법의 보충성 강조는 전시 형사법 운용의 체

험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시 단심제 하에서 군법회의가 사형을 선고한 

건수를 보면, 1950년 1902건, 1951년 925건, 1952년 559건, 1953년 180건에 이르고 있다.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142면 각주 14번 참조.

76)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상은 후일 엄상섭이 집필한 ,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

의 조항, 법정, 1955.11., 3면 이하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 은 형사법령제정자료

집(1) 형법, 545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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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 가운데 형법총칙 부분에서 주목할 사

항을 몇 가지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착오 내지 금지착오에 대하

여 정부초안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벌하지 아니한

다”고 수정하여 형법적 배려를 한층 더 강화하 다(형법 제16조). 둘째, 야간 등의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 다(형법 제21조 제3항). 셋째, 불능

범의 처벌에 관한 요건으로 “위험성”의 표지를 추가하 다(형법 제27조). 넷째, 의

제공범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정부초안 제30조 제2항)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다(형법 제34조 제1항).77) 불능범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형

법의 민주화 및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전체맥락 하에서 성안되었던 것이다.

2. 법사위수정안의 불능범조문

1953년 4월 17일부터 국회는 형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시작하 다. 이 날 국회

본회의는 형법안을 제8조까지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회기가 제15회 

정기회의로부터 제16회 임시회의로 변경되게 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심의 중이던 

법률안들이 백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15회 정기회의 종료일인 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제2독회 중인 법률안들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정리한 후 국

회 본회의에 제출하게 하기로 결의하 다.78) 이 결의에 따라 형법안은 다시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53년 6월 5일 법사위는 전에 심사한 것과 동일한 결

의를 하 다는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 다.79) 1953년 6월 26일 제16회 국

회 임시회의는 다시 형법안 제2독회에 착수하 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는 지

금까지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 다.80) 불능범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바로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의하여 심의되었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제안한 불능범 조문은 형법

민주화 및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안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에 1951년 정부초안과 1952년 법사위 수정안을 

먼저 대비해 보기로 한다.

1951년 정부초안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77)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563면 이하의 조문대비표 참조 바람.

78)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7호, 35면.

79)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56면.

80)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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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952년 법사위수정안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952년 법사위 수정안을 1951년 정부초안과 비교해 보면 일견 비슷하면서도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사점을 본다면 정부초안이나 법사위 수정안 모두 

불능범의 개념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양 초안은 모두 동일한 개념정

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로 한 것도 두 초안에 공통된 

점이다. 

그러나 두 초안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우선 정부초안에는 불능범처벌의 요건에 별도의 표지가 추가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법사위 수정안은 불능범처벌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험성”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법사위수정안이 “위험성”의 표지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일본형법

가안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정부초안과 법사위수정안의 불능범 규정은 조문의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초안 제27조는 단일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법사위 수정안은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 사용되는 본문․단서 

형식의 조문들과는 달리 법사위수정안의 불능범 조문은 그 단서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사위수정안 제27조 단서는 법률요건을 밝히지 

아니한 채 법적 효과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으로서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례적인 조문을 성안한 법사위원회의 구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불능범에 관한 법사위수정안과 관련하여 엄상섭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장 대리의 자격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엄상섭 의원은 불능

범의 개념정의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27조는 소위 불능범과 미수범과의 문제에 있어서 형법 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

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보통 미수범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이 과학상 

우리의 경험상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미수범에는 이것이 대단히 구별이 어려운 것입

니다. 가령 독살을 할려고 할 적에 독약을 먹여도 분량이 적어가지고 안죽는 것은 우

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독약인 줄 알고 독약의 성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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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하얀 가루를 먹여가지고 그것은 설탕가루 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후에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도저이 그 결과는 발생할 수 없다.81)

즉 엄상섭 의원은 불능범의 개념을 “우리가 사후에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도저

히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결과발생”이란 구

성요건의 객관적 표지를 전부 충족시키는 것, 다시 말하자면 기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불능범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한 후에 엄상섭 의원은 불

능범의 처벌 여부가 논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마는 사전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잡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더군다나 도의적 관념으로 볼 때에는 사람을 죽일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사후의 판단을 해 보

아서 도저이 그러한 결과가 발생 못하드라도 우리가 사전에 보아서 역시 위험한 행

위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82)

불능범은 그 개념정의상 사후적(事後的)으로 볼 때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사전적(事前的)으로 볼 때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우리가 사전에 보아서 역시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미수

범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엄상섭 의원이 불능범의 개

념을 형법 문외한인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후적 판단”과 “사전적 판

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상섭 의원의 설명을 통하여 법사위수정

안 제27조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리해석상의 의문점은 상당히 해소된다. 

3. 법사위수정안과 위험성 표지

법사위수정안 제27조는 그 본문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 명제에 있어서 “위험성”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만일 이 “위험성”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새긴다면 전단에서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해 

놓고 다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후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상섭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더라도 사전적 판단에 의하면 결과의 발

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81) 형법제정자료집(1) 형법, 216면.

82)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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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판단과 사전적 판단을 분리해야 하는 불능범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

여 엄상섭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피스톨｣ 속에다가 탄환을 집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쏘았는데 사후에 

검열해 보니까 불발탄이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 사람이 인식한 바에 의하면 탄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려고 했고 거기다가 

겸해서 우리 보통 일반사회상식으로 보아서 ｢피스톨｣을 우리한테 대해서 쏘며는 위험

성을 일으킬 것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일반미수범과 같

이 처벌하자 이러한 것입니다.83)

이 설명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불능범의 처벌요건으로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그 내용을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험성”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객

관적인 사회적인 위험성”이란 독일형법의 여러 초안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자연

법칙의 현저한 무지”라는 주관적 표지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상섭 의원은 위의 설명부분에서 사전적 판단에 의할 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미수범과 같이 처벌하자”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어디

까지나 불능범의 처벌 여부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

능범의 처벌 요건과 정도에 대한 입법적 결단의 문제는 뒤이어 계속되는 엄상섭 

의원의 발언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되다가 “불가능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끔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여기에 사후의 판단으로 해서 

불가능하드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도저히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혹은 

형을 감해 주기도 하고 혹은 면제해 주기도 하자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84)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1951년 정부초안을 기초한 법전편찬위원회가 

불능범 처벌 여부에 대하여 처벌 쪽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처벌의 정도를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로 하 다는 사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일단 확인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상섭 의원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전편찬위원회 

쪽의 입법적 결단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수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83)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216면 이하.

84)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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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보아도”라는 부정적 표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사위수정안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목은 불능범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

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도대체 어떠한 입장을 취하 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

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의 국회 발언 자체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엄상섭 의원이 1948년의 형법요강해설을 통하여 불능범 불처벌의 입장을 

피력하 다는 점, “위험성”의 요건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형법가안이 불능범이면서 

“그 행위가 위험하지 아니한 때”에 불처벌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고 있었다는 점, 

법사위수정안의 기본방침이 형법민주화를 위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

소하려고 노력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사위수정안은 기본적으로 불능범 

불처벌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사위수정안

은 불능범에 관한 여러 조문례들 가운데 불능범 불처벌의 입법례에 속하는 것이

라고 분류할 수 있다. 

엄상섭 의원은 불능범 처벌 여부에 대하여 “여기에 사후의 판단으로 해서 불가

능하드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 말은 일견 불능범 처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엄상섭 의원이 강조

한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성”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비로

소 불능범을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4. 법사위수정안과 일본형법가안

엄상섭 의원이 마련한 법사위수정안은 그 기본적인 구상에 있어서 일본형법가

안과 같이 일단 불능범에 해당하더라도 “위험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불처벌로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서 출발하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사위수정안

은 이와 같은 기본적 결단을 정면에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

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 다. 즉 불능범에 해당하더라도 “위험성”의 요건이 갖추

어지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 엄상섭 의원의 설명에 의

하면 이때 “위험성”은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험성”을 의미한다.

법사위수정안의 구상을 불능범 불처벌의 결단이라고 새기게 되면 법사위수정안 

제27조가 안고 있는 조문체제상의 불완전성은 손쉽게 극복된다. 법사위수정안 제

27조 본문은 불능범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처

벌의 원칙을 반전(反轉)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사위수정안 제27

조 단서는 불능범이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를 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법사위수정안 제27조는 본문과 단서 모두 법률요

건을 갖춘 완전한 법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사위수정안 제27조는 “위험성”이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본형법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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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수정안 제27조는 일본형법가안을 무비판적으

로 모방한 조문은 아니다. 일본형법가안 제22조는 불능범이면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능범이면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형법가안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형법가안

의 조문에 따른다면 불능범이 처벌될 경우에 대하여는 가안이 특별한 언급을 하

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는 통상의 미수범처벌례에 따라서 처벌될 것이며 그 

형은 임의적 감경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일본형법가안의 구상은 불능범에 대하여 

“위험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불처벌인가 아니면 미수범처벌인가 하는 양자택일 

방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수정안은 “위험성” 요건이 구비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불능

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존중하여 형사처벌을 한층 더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는 “그러나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도저이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혹은 형을 감해 주기도 하고 혹은 면제해 주기도 하자”

고 하는 엄상섭 의원의 국회발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불능범 처벌의 법적 

효과에 관한 한 법사위수정안은 형법민주화 및 형법보충성의 관점에서 일본형법

가안에 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능범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사위수정안은 삼단계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사위수정안에 의하면 제1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미수범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볼 때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하 는가 아닌가를 확인

하는 일이다. 만일 결과발생이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면 미수범처벌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일단 형의 임의적 감경만 인정될 것이다(형법 제25조 제2항).85) 일단 “사

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하 음이 확인되면 이제 제2단계의 작업으로 

“사전적” 관점에서 “위험성”의 존부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은 “객관적, 

사회적 위험성”이다. 제2단계에서 “위험성”의 표지가 부인된다면 문제의 행위는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사전적”으로 위험성도 없는 경우이므로 그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일본형법가안의 접근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법사위수정안에 따르면 “위험성”이 인정된 이후에 제3단

계의 작업이 요청된다.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불능범이라 할지라

도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

서 법원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불능범에 대하여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엄상섭 의원이 국회의 형법안 제2독회 석상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85)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능범 주장을 배척한 판례로 

1984.2.28. 83도3331, 공 1984, 65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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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제시한 불능범 수정안은 참석 국회의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

로 통과되었다.86) 애당초 정부제출 형법초안 및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는 각조

문별로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아니하 다. 형법안에 대한 국회의 제2독회는 1953년 

7월 8일 종료되었다. 제2독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는 형법안에 규정된 

벌금액을 일률적으로 재조정하는 수정,87) 자구수정 및 조문표제어의 부여88)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 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본회의의 위임에 따

라 형법전에 대한 자구정리 등을 마치고 1953년 8월 31일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

게 보고하 다.89)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법 제27조의 표제어는 “불능범”으로 표시

되게 되었다. 

정부초안을 기본토대로 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부 채택된 

형법전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었고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

되었다(형법부칙 제11조). 이렇게 하여 불능범에 관한 법사위수정안은 현행 형법 

제27조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불능범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상은 현행 형법 

제27조의 적용에 있어서 역사적 입법자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다.

Ⅵ. 연혁적 고찰방법과 형법 제27조의 해석론

1. 몇 가지 추론점

지금까지 불능범을 규정한 형법 제27조의 형성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형법 제2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사항이 있다. 

우선 우리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예로서 주목된다. 

실정형법의 입법례로서는 우리 형법이 1937년 스위스 신형법의 뒤를 잇는 것으로

서 독일의 1975년 신형법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선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뒤늦게 입법된 독일 형법 제23조 제3항이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 제27조의 해석론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형법 제27조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평면적인 비교법학의 기법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형법 제27조를 바르게 새기려면 1953년 형법제정과 관련한 입법자의 

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구상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86)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217면.

87)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513면.

88)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531면 이하.

89)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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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 이 조문이 우리 형사재판의 현장에서 노정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해석방법은 이러한 토양이 마련된 후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형법전 제정에 관여하 던 입법자의 구상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은 현행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형법개정작업

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1953년 당시의 시대상황을 전제로 성안되었던 형법 제27

조가 오늘의 사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형법개정작업에 있어

서 필수적인 문제의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27조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입법례나 초안들과 달리 불능범과 관련

한 표지로서 “현저한 무지”라는 주관적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표지를 사용한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형법가안에서 유래한 이 “위험성”의 

표지는 불능범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위험성”에 관한 학설들도 행위

자 중심의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정리되지 않으면 안된

다.90)

법사위수정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설명할 때 제시되었던 “객관적, 사회적 위험

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학설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형법안 기초자들의 구상은 현행 형법조문에 반 되어 있으며 그 

구상은 형법해석의 지침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

리 대법원이 “위험성”의 판단기준으로 “과학적 일반인”을 제시한 것은 극히 타당

한 태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91) 또한 역으로 “위험성”의 표지를 미수범 전

반에 걸치는 처벌근거로 환원해 버리고 이 표지의 독자적 기능과 역할을 부인하

는 일부 견해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92)

90) 위험성 표지에 관하여 필자는 1978.3.28. 77도4049, 공 1978, 10761 대법원 판결에 제시

된 기준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판례에 관한 필자의 평석은,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

론, 개정증보판, (1998), 383면 이하 참조. 위험성 표지에 관한 최근의 논의상황은, 천진

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1999), 67면 이하; 정진연, 불

능미수에 있어서의 위험성,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형사법론, (1996), 575

면 이하 참조.

91) “본건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행위당시에 인식한 사정․․․

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일반인(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졌어야 할 것이[다.]” 1978.3.28. 77도4049, 공 1978, 

10761.

92) 천진호 교수는 “위험성”이 독자적 표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입론하고 있다. ｢

즉 법전편찬위원회가 만든 ｢형법정부초안｣ 제27조가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당연히 “위험한 행위”를 전제로 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능미

수로 처벌하려는 취지 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이라는 표지가 불능미수

범을 근거지우는 독자적인 표지가 아니라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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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가 안고 있는 문리해석상의 난점은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쉽사리 

해결된다. 형법 제27조 본문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

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

을 문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면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닌

가, 그렇다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형법 제27조는 모순

된 법규범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93) 그러나 역사적 입법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의문은 곧 해소된다. 형법 제27조 본문의 전반부에서 말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7조 본문 후반부에서 말하는 “위험성”은 행

위를 “사전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역사적 

입법자의 설명에 따라 판단의 시점을 달리하여 보게 되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

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형법 제27조 본문의 명제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

니다.

형법 제27조는 제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유래한 조문이다. 따라

서 이 조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안을 작성할 때 입안의 대원칙으로 설

정하 던 형법민주화 및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법전편찬위원회가 마련하 던 형법초안은 국가체제의 확립

과 사회방위에 보다 무게가 실린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로 

불능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초안에 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6.25 전쟁의 와중에서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관점에서 형법민주화와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문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형법 제27조이다. 이

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의 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입법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27조를 연혁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본문․단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조문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형법 제27조 본문은 『실행의 수단 또는 

과 같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미수범과 같이 처벌하자

는 취지에서 이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79

면.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형법 제27조의 성립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타

당성이 극히 의심된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실정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험성”

의 요건을 당연히 인정되어 증명이 불필요한 표지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 (형소법 제307조) 및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제4항)에 반하는 흠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3)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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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형법 제27조 본문은 “처벌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일견 불능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나타낸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형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은 일본형법가안 제22조가 그러하 던 것처

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불능범 불처벌의 결단을 반전

(反轉)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1948년에 나온 형

법요강해설이나 형법민주화를 천명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구상에서 곧바로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조항을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27조 단서의 형식상 문제점은 곧 해

결된다. 형법 제27조 단서는 법률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7조 단서에 필요

한 법률요건은 형법 제27조 본문이 규정한 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

험성이 있는 때”라는 부분에 이미 들어 있다. 형법 제27조가 사용한 바 본문과 단

서의 규정형식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형법 제

27조 본문은 불능범 불처벌의 원칙을, 형법 제27조 단서는 불능범의 예외적 처벌

과 그에 대한 형법적 배려를 각각 표현한 것이라고 충분히 새길 수 있다.

2. 소송사기 사안의 검토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기로 한다. 본고의 서두에서 불능범에 관한 논의의 계

기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사안을 언급하 다.94) 97도632 대법원 

판결은 갑이 을이 생존한 것으로 생각하여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을 소유 부동산

을 편취하려고 시도하 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갑은 거

짓서류를 꾸며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 으나 중간에 을

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 소를 취하하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검사가 소를 

제기한 원고 갑을 사기죄로 기소하자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는 자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 다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죄불성립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있다. 

이제 97도632 판결의 사실관계를 앞에서 살펴본 우리 입법자의 구상에 따라서 

분석해 본다. 문제의 사실관계를 “사후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원고 갑은 사망한 

94) 1997.7.8. 97도632, 공 1997,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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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면 설사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생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의사표시를 기대하

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갑의 행위는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사기

죄의 기수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것으로서 “불능범”의 사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소송사기 사안이 불능범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위험성”의 유

무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27조 본문에 반

전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불능범 불처벌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 갑에게는 무죄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은 “객관적, 사회

적” 위험성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사전적” 판단이다. 소송사기의 사안에서 “사전

적” 판단은 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 갑은 상대방 을이 살아 있는 사람인 것

으로 알고 소를 제기하고 있다.95) 이러한 갑의 행위를 놓고 이제 피고인 갑에게 

“위험성”이 인정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은 단순한 법익침해의 위

험성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현시킬 위험성”을 의미한다. 갑의 범행계

획을 검토의 대상으로 놓고 보면 갑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을 소유 부동산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갑

의 범행결의가 과연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이 

제시한 바 “과학적 일반인”이다.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볼 때 “과학적 일반인”이란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 있는 일반인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 있는 

“과학적 일반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점

을 그 “과학적 일반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제기 당시에 상대방이 살

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95) 97도632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망 김○길이 생존한 것을 전제로 

위 김○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 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 김○길이 사망하 음을 

알고, 공소외 망 김○제가 위 김○길을 단독상속하 음을 이유로 피고의 표시를 위 김

○제로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사실관계를 정

리하고 있다. 1997.7.8. 97도632, 공 1997, 2439, 2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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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과학적 일반인”도 원고의 소제기 행위에 대하여 “위험성”을 느끼게 될 것이

다.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법원의 판결을 편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모두에서 제시한 97도632 대법원 판결은 소제기 당시에 상대방이 생존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과학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행위에는 “사기죄

의 구성요건이 전부 실현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법

원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편취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죄의 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불능범 사안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임의적 감경을 넘어서서 형의 임의적 면제까지도 배려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단서).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사

안에서 곧바로 사기죄의 불성립을 인정한 97도632 대법원 판결은 성급한 것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96)

96) 김일수 교수는 인상설의 관점에서 97도632 대법원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김일수, 소송

사기의 불능과 불능미수, 법률신문, 1997.12.15. 4면.



76 신 동 운 서울대학교 法學

〈Résumé〉

Entstehungsgeschichte des untauglichen Versuch regelnden §27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1)

Prof. Dr. Dong Woon Shin
*

 Der vorliegende Aufsatz befaßt sich mit der Entstehungsgeschichte des 

§27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mit dem die Frage des untauglichen 

Versuchs geregelt ist. Anhand der historischen Analyse versucht der 

Verfasser, einige Richtlinien für die Anwendung des §27 kor. StGB 

herauszustellen. Dafür untersucht er schrittweise folgendes: (1) Diskussions-

lage bzw. Gesetzesentwürfe während der japanischen Besatzung, (2) Ver-

fassungsarbeit an dem amtlichen Entwurf des koreanischen Strafgesetz-

buches nach Befreiung aus der japanischen Besatzung im 1945, (3) Gegen-

entwurf, der vom parlamentarischen Ausschuß verfaßt wurde, und (4) Dis-

kussionen, die im Jahr 1953 während der parlamentarichen Debatte durch-

geführt wurden. Anhand dieser historischen Analyse betont der Verfasser, 

daß §27 kor. StGB aus dem Gegenentwurf gekommen ist, der sich für die 

Demokratisierung des Strafgesetzbuches bzw. Beibehaltung des fragmenta-

rischen Charakters des Strafgesetzbuches bemüht hatte, und daß das für die 

Anwendung des §27 kor. StGB wesentliche Merkmal der Gefährlichkeit mehr 

unter dem objektiven Gesichtspunkt als bisher ausgelegt werden muß. Zum 

Schluß kommentiert der Verfasser kritisch die neueste Rechtsprechung im 

Bereich des untauglichen Versuchs.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