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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전형적 위험의 실현과 미수의 인정여부에 관한 하나의 문제제기―

1)

李 用 植*

Ⅰ. 결과적 가중범의 독자적 불법내용과 가중형벌

1.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적인 문제 ― 정체성: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

상적 경합과 결과적 가중범의 구별

고전적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

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를 말한다.1)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기본규범으로서 총칙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

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칙에 

개별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들을 두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형

법 제15조 제2항은 문언상으로는 단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만을 요구한다. 그

리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저한의 요건으로서 중한 

결과와의 관계에서 과실결과범의 불법이 긍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책임

주의의 요청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은 중한 결과와의 관계에서 객관적 주

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발생이 예견가능한 한 중한 결과와의 관계에서 과실의 죄책을 인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과실부분이 보통 예견가능성이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파견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중
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기본범죄보다 가중되는 형벌로 처벌되는 범죄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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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그에 의해 과실로 

야기된 중한 결과의 결합형태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적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형법의 기본적 사고이다. 결과적 가중범도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단순한 결합형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

태라고 할 것이다. 즉 성립된 범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평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의 기본범의 실현과 중한 결과의 과실만으로 

―상상적 경합과 차별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2) 현

대적 의미의 형법은 어떤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주의

의 요청을 명시화하고 있는 형법 제15조 제2항은 단순히 선언적 재확인의 의미

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주의와의 

“내용적” 조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의문과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 

가중범론의 근본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어째서 가중규정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명

백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학설은 이러한 가중형벌에 상응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독자적인 불법의 증대에 관한 해명에 관심을 둔다.

2. 형벌의 가중근거 ― 상상적 경합과 구별되는 독자적 불법표지의 확

인

폭행행위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

데, 협박행위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은 있는데, 공갈은 그렇지 아니하다. 결과

적 가중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기본범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유형적인 위험성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보통 그러한 종류의 행위는 그러한 종류의 결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반적․추상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만을 근거로, 구

2) Frisch, GA 1972, 321; Jakobs, “Das Fahrlässigkeitsdelikt,” ZStW-Beiheft, 1974,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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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사안의 평가를 떠나 대폭 형벌을 가중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위하예방의 사

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결과의 발생은 적든 많든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

고 있다. 그러므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행위가 구체적으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이 

중한 결과에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가 하는 신중한 검토를 거

치지 아니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대폭 형벌을 가중한다

면, 이는 결과책임주의의 잔재라고 비판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

과적 가중범은 고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가산한 그 이상의 범

죄실체라고 관념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고의 기본범과 과실

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불법평가가 낮게 이루어지

는 것이 되어― 형의 가중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의 가중을 기초지우는 실체는 무엇인가? 양자 모두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상상적 경합 중에서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않는 경우와 되는 경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결과적 가중범

은 고의와 과실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경우보다 불법내용상 어떤 고유한 특색

이 있기에 가중처벌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상상적 경합을 초월하는 불법내용이 

결과적 가중범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독자적 범죄유형은 필

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차별성을 제시해 보이

지 못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그 존재근거를 얻지 못하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3)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 는데 상대방은 이를 피하려

고 뒷걸음치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 이것이 폭행죄와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인가 아니면 폭행치사가 되는가, 상대방을 툭 쳤는데 상대

방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 이것이 폭행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인가 아니

3) 이렇게 본다면 독일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등장하는 
것도 납득할 수 있다. Schubarth, “Das Problem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ZStW  
85(1973), 754ff.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 부정을, Diez-Ripollés, “Die durch eine 
fahrlässig herbeigeführte schwere Tatfolge qualifizierten Delikte und das Schuldprin-
zip,” ZStW  96(1984), 1059ff.도 고의범과 과실범의 복합형태를 초월하는 부가적인 불
법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Lorenzen, Zur 
Rechtsnatur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atik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1981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원칙, 책임주의) 의문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존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중처벌
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안동준, “결과적 가중범의 법
리와 우연요소의 작용”, 전남대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1호, 2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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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폭행치사인가 문제된다.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실치사

와 폭행에 의한 과실치사를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때의 과실이 사망에 대한 단순한 (중)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의 폭행에 

의한 사망에 대한 과실인가를 과연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부에 구해질 것이다. 고의와 과실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

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을 합한 것 그 이

상이다. 그것은 단순한 가산, 즉 더하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하기를 한

다는 것은 각각의 고의와 과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러나 결과적 가중범은 분리된 고의와 과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과실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과실이 고의의 폭

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구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이러한 특별한 관련성에 주목하여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

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증대된 불법이 인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특별한 결합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안에 이미 중한 결과가 

발생할 전형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한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4)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즉 피해자의 사상발생에 경험상 유형적인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고의범으로부터 그러한 경향의 현실화로서 피해

자의 사상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 기본범의 실행에 의하여 중한 결과야기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위

험이 직접적인 결과의 실현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점에 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야기에 관하여 통상의 과실범보다 중한 불법이 긍정될 수 있다. 고의

와 과실이 우연히 동시에 병존하거나 단순히 합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접하게 결합된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5) 즉 결과적 가중범에

서의 중한 결과는 단순한 과실범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전형적인 결

과로서 기본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입법자는 이

와 같이 본질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근접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들만

4) Kühl, AT, 4. Aufl., 2002, § 17a Rn.14ff.; Kindhäuser, AT, 2004, § 34 Rn.7; Laue, “Ist 
der erfolgsqualifizierte Versuch einer Kö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möglich?,” JuS 
2003, 743ff.; Sowada, “Das sog. Unmittelbarkeits-Erfordernis als zentrales Problem 
erfolgsqualifizierter Delikte,” Jura 1994, 644.

5) Arthur Kaufmann, Das Schuldprinzip, 2. Aufl., 1976, 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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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이다.6)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과 사상결과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고유

한 불법내용(위험연관)에 의하여 양자가 내적으로 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유

의 구조를 가진 범죄유형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에 부

응하는) 상상적 경합을 초월하는 요소를 직접관계 내지는 직접성연관이라고 한

다.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가중되어도 이러한 고유한 불법내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입법상 가중형벌의 실제와 형사정책적 의의

이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

중처벌의 정도는 형법상의 책임원칙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적 가

중범에 대한 각칙상의 형벌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결합에 의한 처벌보다 

높아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7)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

형이 그 상한에 있어 고의의 기본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2배 이상 가중되는 경

우도 많고, 3배 혹은 5배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또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하

한이 고의 기본범죄의 상한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다. 치사죄에 있어서는 그 형벌

의 하한이 고의 살인죄의 경우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다. 강간치사죄, 강

도치사죄, 인질치사죄의 경우에는 단순 고의 기본범죄의 법정형에 없는 무기징역

이 규정되고 있으며, 해상강도치사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이다. 또한 강

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 강도치상죄와 강도상해죄에서와 같이 중한 결과에 대하

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고의가 있는 경우와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사죄와 같이 기본범죄의 불법에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강간치상죄

와 강도치상죄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 강도치상죄는 7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정도가 

가혹할 정도로 너무 무겁고 또한 결과적 가중범 상호간이나 고의 결합범의 경우

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지나친 과잉처벌의 의문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

6) Küpper, “Zur Entwicklung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ZStW  111(1999), 790.
7) 이하 자세한 것은 이상우,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법조 2004/4, 1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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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

다. 결과적 가중범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오직 엄격한 요건의 

적용 하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응보적 처벌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일정한 고의행위에서 일정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 자주 일어날 때(고도의 유형적 위험성), 중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가지는 기본

행위를 특히 강력하게 금지하는 기능이다. 중한 결과발생에 의하여 기본행위의 

고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해 중한 형법적 평가

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기본행위를 보다 강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일반예방이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 목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살인기수인가 과실

치사인가 하는 2단계 평가가 아니라, 살인기수-상해치사-과실치사라는 3단계 평

가를 함으로써, 보다 사안에 맞는 형법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소위 

은폐된 기능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그 형벌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인 

고의범과 사상결과를 고의로 실현한 경우에 성립될 범죄(상해죄 또는 살인죄)와

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형태의 범죄유형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살인

죄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해의 고의를 증명함으로써,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정형은 많은 경우에 중간적 형태의 범죄

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 혹은 일의적으로 말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중근거의 적극적 논증을 포기하는 입장도 이해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가중 근거는 입법정책의 문

제로 해소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설명이 곤란한 것인가?

4.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한 구조 ― 고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의와 과실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정당성을 근거지울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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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가 직접 불러온, 그리고 기본범죄와 통상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의 근거로부터 결

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중한 결과에 직접 

실현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중된 불법내용을 담고 있는 실질적 기준을 현대 

형법학에서는 직접성이라고 부른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하 다.8) 이는 결과적 가

중범의 특별한 구조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이다. 물론 이를 어떻게 부

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

의 구조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단순

히 결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가 중한 결과발생의 전형적 위험성을 현

실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위험을 중한 결과로 직접적으로 실현했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보다 결과와의 관계가 더욱 접한 범죄인 것

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본범죄를 실행할 때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의 범위 내

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상당인과관계와 예

견가능성만으로는 고의 기본범과 과실 결과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이유 

밖에는 되지 못한다.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형벌을 

기초지우는 것, 즉 기본범의 고도의 위험성이 직접 결과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범의 실행에 수반되어 우발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범인 고의범과 과실 결과

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 족하다. 그리하여 보통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즉 유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한 결과가 기본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실

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한 결과와는 일반적인 과실

범 이상의 접한 관계가 요구된다.

그래서 기본범과 중한 결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면, 즉 기

본범의 실행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족

하다고 한다면, 이는 두 가지 범죄의 단순한 결합형태이지 결과적 가중범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는 한,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결합이냐 결과적 

8) 잘못된 용어라는 지적은 Maiwald, “Zurechnungsprobleme im Rahmen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JuS 1984, 443. 그리고 Otto, AT, 7. Aufl., 2004, § 11 
Rn.11은 직접성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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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이냐는 단지 용어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하여 고의 기본범죄와 과실로 

야기된 중한 결과가 모두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과실로 야기된 

중한 결과가 고의 기본범죄의 전형적 결과일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

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다. 직접성 원칙은 결과적 가중범을 단순한 과실치사와 구별하여 결과적 가중범

의 가중된 불법내용을 근거지워주는 핵심표지가 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직접성이 요구된다.9) 다시 말

하면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해야 하고, 나아가 예견가

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직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본범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고유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 실현

되었다는 주장에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설명은 형벌의 가중근거로서는 

편리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보다는 무제한적 정당화에 이르기 쉽다. 직접

성의 원칙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근거지우는 원리임과 동시에 제한하는 원

리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직접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결국 결과적 가

중범에서는 직접성과 과실을 구별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학설들은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과실치사’와 ‘단순한 과실치사’와의 구별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중대한 고민이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존재의 인

정여부 자체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래의 이론은 상

해죄와 (중)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를 제시하지 못하 다. 고의의 

기본범과 과실의 가중결과범이 상해치사라고 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래 상

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인데, 왜 형벌이 가중되는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즉 상해죄와 (중)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를 제시하

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우선 중요하다. 종래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사례

에서 그 결론만이 제시되었을 뿐 결과적 가중범 고유의 특수요건 내지 실체가 

표면화되어 강조되지 못하 다. 또한 상해죄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과

실범에서의)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혹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는 것이지, 

9) 우리 입법자는 예견가능성 이외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한 다른 요건
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견가능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직접성의 요
건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더 제한해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는 신
동운, 형법총론, 2001,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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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특수요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0) 종래의 이

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학설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외에 직접성을 독립적 요건으로 구성하면서도 양 요

건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여, 본래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요건이 결여되

는 경우인데도 직접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 다.11) 직접성을 독립적인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우선 일반적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여 긍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성의 검토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우리나라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과 예견가능성(과

실)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판례에

서 반복등장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

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12) 외형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이는 또한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것

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접성은 실무적으로는 전혀 고려되지 못

하고 있다.13) 이는 판례가 고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

상상적 경합인데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으로 가중처벌 된다”

는 것은 ―바로 판례가 지적했던 바 그대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

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근거)은 무엇

10)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인과관계설과 예견가능성을 채용한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1)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3, 205면;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10판, 
2004, 472면. 예컨대 강간의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에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을 직접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반적인 인과관
계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12) 대표적으로 대판 1990. 9. 25, 90도1596 참조.
13) 문채규,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간의 직접관련성”, 안동대 사회과학
논총 제8집, 199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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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여기에서 그 성립요건이 과실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결과

적 가중범의 성립에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만을 요구하면서 그 처벌은 과실책

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여 가중처벌된다는 판례입장은 결국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의 기본범과 과실 결과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인 것이다.

또한 직접성원칙을 필요로 한다는 학설도 아직 그 내용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로서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직접성을 이론상으로는 요구한다. 즉 이 직접성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되

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검토 부분에서는 이 직접성은 내용

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1980년도 후반부터 소개되

기 시작하 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에 관하여는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

은 상태에 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직접관련성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

히 밝혀져 있지 못하며,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15) 견

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은 단지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뿐이다.16)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연관관계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7)

이와 같은 점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과 중한 결과와의 관계를 검

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가중 근거 내지 

고유한 불법내용에 관한 적극적 논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직접관련성

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가지는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결과

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와의 직접관련성이 요구되는 경우의 과실범이 어떻게 일

반적인 성립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과실범과 구별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문

14) 대표적으로 배종대, 형법총론 제7판, 2004, 611면과 617면 이하를 비교 참조.
15) Vgl. Hirsch,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FS-Oehler, 1985, S. 112; Wolter, “Zur 
Struktur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JuS 1981, 168; Geilen, “Unmittelbarkeit und 
Erfolgszurechnung,” FS-Welzel, 1974, S. 657, 670, 672.

16) Küpper, ZStW  111(1999), 792.
17) Altenhain, “Der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GA 199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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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찰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성원칙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

수 성립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직접성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1. 논의의 전제 ― 일반적인 과실범 판단

물론 통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과적 가중범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인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는 과실

로 야기되는 것임을 최소한 전제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여부에 있어

서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인 과실범의 성립요건들을 모두 원용하여 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과실범 검토와 달리,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부분 검토는 단지 중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검토만으로 충분한가?

①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행함으

로써 이미 과실범에서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예견가능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실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기본범죄의 실행으로 결과적 가

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항상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예견가능성이 과

실의 유일한 요소가 된다.18)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 즉 예컨대 폭행

치사죄의 경우 사망의 결과를 과실로 야기했다는 것은, 사망이 타격의 결과로서 

일상적인 경험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인과과정

의 세세한 부분까지 예견가능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이 기본범죄

를 실행함으로써 전형적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

본적으로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결과가 발생하기까지의 인과경과에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 

여하에 따라서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행위 자체

가 고도로 위험할 때에는 구체적인 인과경과의 일부가 예견불가능하다고 하여 

18) Haft, AT, 9. Aufl., 2004, S. 1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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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결과의 귀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견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결과발생 태양의 추상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실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혹시 더 나아가 결

과적 가중범을 제한하는 척도로까지 사용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즉 과실범에서의) 일반적인 객관적 예견가능성

은 위와 같이 내용상 그 범위가 넓어 결과적 가중범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 이러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긍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또한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

의 성립을 실제로 제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은 단지 비일상적 인과진행을 배제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이다. 결과적 가중범

의 성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상당인과관계설은 충분하게 수행할 수 없다.

② 그런데 중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 이외에 그에 더하여 추가적으

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하여 행위자

가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 가

중범에서 고의의 기본범죄를 실현하면 그것으로 곧바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

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전형적이지 않고 위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19) 따

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부분에서도 주의의무위반이 검토되

어야 한다. 고의의 기본범죄를 실현했다는 사실로부터 주의의무위반이 이미 자동

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20) 독일에서는 적어도 주의의무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고려하는 입장이 다수의 위치에 있다. 물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는 결

과적 가중범에서도 일반적인 과실범이론의 기준에 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우선 (i) 주의의무는 예견가능성 표지

와는 엄격히 분리되어 양자는 서로 독자적으로 검토된다는 견해가 있다.21) 그러

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의무를 결정하면 추상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

다. (ii) 과실을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가능성으로 이해하여,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

19) Burgstaller, “Spezielle Fragen der Erfolgszurechnung und der objektiven Zurechnung 
und der objektiven Sorgfaltswidrigkeit,” FS-Pallin, 1989, S. 57.

20) Stratenwerth/Kuhlen, AT I, 5. Aufl., 2004, § 15 Rn.29.
21) Schünemann, “Moderne Tendenzen in der Dogmatik der Fahrlässigkeits- und 

Gefährdungsdelikte,” JA 1975, 5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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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라는 표지를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에서,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오로지 

예견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을 판단하는 견해가 있다. 주의의무는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실을 인식가능성이라는 

표지로 결정하면 구체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22) 이러한 구체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실제 사정과 상황의 인식가능성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행위와 그 효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라고 한다.23) (iii) 주의의무위반을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결정

하려는 견해가 있다.24) 주의의무위반은 행위시점에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

성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비로소 행

위자는 그에 대해 어떠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위험성의 예견가능성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행위의 내용을 일정 정도 결정

해준다는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과실범은 많은 경우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

반적인 주의규범들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소한 구성요건의 의미와 목적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의의

무를 일반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와 주의의무위반이 구성요건의 의미와 목적에 의할 때 당해규범의 보호목적

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일부로서 보호목적관

련성의 검토에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주의의무를 넓게 인정하게 될 것

이고 따라서 다시금 보호목적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제한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있는 제한적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한다.25) 그 때문에 주의의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다. 또한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은 서로 엄격히 구별하기가 어려운 개념들이

고 따라서 서로 중복되어 고려되거나 체계상의 혼란을 가지기도 한다.26) 결국 주

의의무나 예견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불필요하다

22) Schroeder, “Die Fahrlässigkeit als Erkennbarkeit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JZ 
1989, 779.

23) Schroeder, JZ 1989, 779.
24)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und verwante Erscheinungsformen, 1986, S. 115f.; 

Kaminski, Der objektive Maßstab im Tatbestand des Fahrlässigkeitsdelikt, 1992, S.
38ff., 55f.; Burgstaller, Das Fahrlässigkeitsdelikt im Strafrecht, 1974, S. 31ff.

25) LK-Schroeder, 11. Aufl., 1994, § 16 Rn.157f.; Schroeder, JZ 1989, 776ff.
2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4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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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즉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이상의 다른 척도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7)

그리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과실범부분의 검토도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의 판단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주의의

무위반이 이미 행위자가 고의로 기본범죄를 실현한 데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

의의무위반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주의의무위반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나라 판례와 통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예견가능성만을 검토하며, 통설은 예견가능성과 객관적 귀속을 병렬적으로 언급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과

실부분 검토에서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오로지 객관적 귀속으로 

그 성립을 제한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28)

2. 결과적 가중범에 특수한 객관적 귀속이론으로서의 직접연관성

A. 직접연관성의 의미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되는 근거가 타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적 가중범에 내재적인 

고유의 불법내용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기본범에 내재하는 유형적인 고

도의 위험성이 실제로 사상의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 즉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행하여 중한 결과

에의 전형적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만, 고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의 결합형태보

다 중하게 처벌된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내지 특수한 성격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해석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전형적 위험성

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초래되었다

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위험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전형적 위험인가?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그것은 각 개별적 

결과적 가중범이 방지하려고 목적하는 가중결과의 위험이다. 따라서 이는 각 개

27) Roxin, AT I, 3. Aufl., 1997, § 24 Rn.13; Wolter, “Adäquanz- und Relevanztheorie,” 
GA 1977, 267f.; Yamanaka, “Die Entwicklung der japanischen Sorgfaltswidrigkeit im 
Lichte des sozialen Wandels,” ZStW  102(1990), 944.

28) SK-Rudolphi, 7. Aufl., 2000, § 18 Rn.3; Wolter,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GA 1984,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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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구성요건의 보호목적을 근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에

서 요구되는 직접관련성이란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특성을 고려한 규범의 보

호목적과의 관련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29) 즉 직접관련성은 보호목적

관련성의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는 과실치사죄의 경우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보호목적관련성보다 원칙적으로 좁은 것이다.30) 과실치사죄의 경우는 규범자체의 

보호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은 ―이미 고

의 기본범죄와 과실에 의한 결과가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보호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것 이외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더 자세한 주의규범

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기본범죄의 실행으로 행위자는 이미 주의의무에 위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과실범에서의 주의의무위반으

로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부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데 충분한가, 다시 말

하면 행위자의 행위가 당해 결과적 가중범 규범의 보호목적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의의무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로서, 이는 결과적 가중

범의 객관적 귀속의 역에서 고려되는 것이다.31) 물론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에

서 일반적 기준인 보호목적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보호목적을 일상

적인 의미에서 이해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32)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이론만을 적용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와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가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된 경우 과실치사죄에 의한 귀속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의 특별한 귀속문제를 고찰해야 한다.33) 물론 제3자 등이 개입한 경우는 

오로지 일반적인 과실범 귀속의 문제이고 결과적 가중범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

29)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2003, 299면; 이정원, 형법총론 제2판, 2001, 437면; 조상제,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5호, 1992/1993, 91면 이하.

30) Hirsch, FS-Oehler, S. 124. 일반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귀속도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
여 해결하는 견해로는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157; Burgstaller, Das 
Fahrlässigkeitsdelikt, S. 146.

31) Vgl.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152. 그런데 Rengier는 객관적 주의의무위
반이 과실의 척도를 잘 규정해주고 또한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귀속관계 문제에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2) Roxin, AT I, § 10 Rn.114; Krehl, “Anmerkung zu BGH Urteil vom 18. 09. 1985,” 
StV 1987, 433.

33) Wolter, “Anmerkung zu BGH Urteil vom 19. 09. 1985,” JR 1986, 466; NK-Paeffgen, 
1995, § 18 Rn.54; SK-Rudolphi, § 18 Rn.3; Graul, “Anmerkung zu BGH Urteil vom 
17. 03. 1992,” JR 1992,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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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견해도 있다.34) 결국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객관적 귀속은 일반적인 귀속의 

원리들이 규범의 보호목적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구를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수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35)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개별 결과적 가중

범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가 여부의 문제는 평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에 대해 전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야기했다고 평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도 예견가능성이라는 척도를 가지

고 판단하므로 가치판단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견가능

성은 경험판단이다. 직접관련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제한 때문에 나오는 순수

한 규범적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진 그것 이외

의 특별한 기준이다. 상당인과관계나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의 이러한 제한해석이라는 규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36)

이와 관련하여 직접성연관성을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판단에 수용하여 

과실범에 있어서보다 엄격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면 된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예견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판례에 의하

면 예컨대 폭행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

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막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

해 있었다든가 고령이었다는 사정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37) 이렇게 본다면 

예견가능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사정에 한

정하여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의 견해는 일반적인 과실

범에서 예견가능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이에 비하여 결

34) Küpper,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1982, S. 91.

35)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직접성은 그냥 상당성일 뿐이라고 하여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오 근, 형법총론 제3판, 2004, 246면; 배종대, 형법총론, 612면).

36) 결과적 가중범에서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예견가능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판례에서도 ‘인과관계는 있지만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대판 1990. 9. 25, 90도1596; 대판 1988. 4. 12, 88도178)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는 있지만 예견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경우
는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오 근, 형법총론, 248면). 결국 상당인과관
계와 (객관적)예견가능성은 같은 것이다.

37) 대판 1990. 9. 25, 90도15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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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가중범에서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덜 엄격하게 /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

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B. 직접연관관계의 연결점 ― 전형적 위험판단의 기초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고유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는 타당하지만,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와의 직접연관을 문제삼는 경우 우

선 귀속을 근거지우는 위험 내지 구성요건연관을 기초지우는 위험이 기본범의 

행위에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본범의 결과에 존재해야 하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중한 결과가 연관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범의 행위인가, 결과인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제한을 위한 직접성연관을 무엇에 의거할 것인가? 결과적 가중범

의 특별한 불법내용을 이루는 고유한 위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결과적 

가중범의 전형적인 인과경과는 사람을 상해하 는데 그 상처에 병균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중한 결과와의 직접연관관계의 기점은 기본

범죄의 결과이며, 이러한 기본범죄의 결과로부터 중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야기되

지 않으면 안 되는가? 논의는 특히 상해치사죄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1) 기본범 행위의 위험성(행위기준설)

상해치사죄의 상해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와의 직접연관에 관하여 그 연결점

은 상해행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견해이다.38) 이는 독일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도 한데, 안전장치가 풀린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가격을 하 는데 타격시의 

충격에 의하여 탄환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소위 피스톨사례(Pistolenfall)에

서, 상해치사죄의 적용에는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충분

하다고 한다.39) 또한 3.5m 높이의 수렵용전망대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켰으나 신

체상해결과는 치명적이지 않고 단지 골절에 그쳤을 뿐인데 의사의 적절한 조치

가 없어 2주후 사망한 사례(Hochsitzfall)에서, 그러한 상해행위의 고유한 사망의 

위험이 중한 결과에 실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38) 이재상, 형법총론, 204면. 독일에서는 Graul, JR 1992, 344ff.; Wolter, JuS 1981, 
168ff.; GA 1984, 443ff.; NK-Paeffgen, § 18 Rn.44ff.; Maiwald, JuS 1984, 439ff.

39) BGH 14, 11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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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해치사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생명에 위험있는 신체손상(결과)의 야기만이 아니라 “상해행위”만

으로도 “상해”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기본범의 행위자체의 위험성만으로 직접적 연관을 근거지우면, 예컨대 

행위후 우연 혹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사망의 위험이 없는 경미한 상해결과만

이 발생하 지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중간

개입사정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행위에 연결점을 구하게 되면 기본범

죄의 고유한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다는 내용, 즉 직접성요건은 과실요건에 흡

수되어 무의미한 것으로 돼버린다. 즉 직접성연관을 결정할 때에 행위의 위험성

만을 기초로 하면 실현연관(인과경과)을 넓게 파악하게 되고, 그러한 직접성요건

의 확대는 결과적 가중범의 불가결한 제한이라는 방향에 반하는 것이 된다. 기본

범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상해치사죄의 경우가 구별되지 아니한다.40)

(2) 기본범의 결과 내지 결과의 위험성(결과기준설)

결과적 가중범의 가능한계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한 결과와의 연관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본범의 결과라는 견해이다. 기본범의 결과를 중한 결과와 연관

시켜 이해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여진다. ① 첫

째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 구성요건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다른 요소

로부터 발생한 위험의 현실화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상해치사죄

에서는 사망의 결과가 ‘부상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중한 결과의 귀

속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의 치명성설(Letalität)이 근거지워진다.41) 상해치사의 독

자적 위험은 신체상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42) 그러므로 

상해결과는 치명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43) 예컨대 상해에 의하여 피해자가 교통

량이 많은 도로에 전도되어 차량에 치인 경우, 피해자의 사망은 상해 및 그 결과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범위 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40) Küpper, “Unmittelbarkeit und Letalität,” FS-Hirsch, 1999, S. 621f.; Altenhain, GA 1996, 
30.

4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2001, 446면 각주 78); 이 란, 한국형법학 총론강의 개정판, 
2003, 168면. 그리고 Küpper,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S. 86; Haft, AT, S. 173.

42) Roxin, AT I, § 10 Rn.115.
43) Hirsch, FS-Oehler, S. 130; Küpper, FS-Hirsch, S.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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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요소’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감금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유박탈 

그 자체에 의하여 사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감금의 제조건 때문에 동사한 

경우에는 감금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한 폭발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감금지만이 결정적이었고 따라

서 구성요건 고유의 연관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44) ② 둘째는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적 해석과 관련하여 기본범죄 결과의 고유한 위험성은 기본범과 중한 결과와

의 특수한 연관성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본범의 행위가 ‘기본범의 결과를 

통과하여’ 중한 결과에 실현될 것만을 요구하는 통과적 인과관계설

(Durchgangskausalität)의 견해이다.45) 따라서 기본범의 결과는 중한 결과에 대하

여 치명적일 필요는 없으며 공동원인에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46) 이러한 

통과적 인과관계만이 상상적 경합의 원리를 초과하여 질적으로 접한 연관을 보

장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견해는 결과적 가중범의 고유한 연관관계를 고의 기

본범의 결과가 중한 결과의 인과적 설명에 필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창출이나 개입사정의 처리는 과실범의 일반적 원리에 의한다.

(3) 기본범 행위 및 결과의 위험성

결과적 가중범의 고유한 위험은 기본범의 결과에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

본범 결과를 위한 행위에서도 발생한다는 견해이다.47) 결과는 행위에 의해서만 

조종가능하며, 결과에 실현된 위험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위한 행위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한 결과의 연결점으로서 우선 상해행위의 위험성(일

반적 위험성과 특수적 위험성)이 필요한데, 특수적 위험성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44) Hirsch, FS-Oehler, S. 131f.
45) Altenhain, GA 1996, 19ff.; Deubner, “Anmerkung zum Urteil des BGH 2. 2. 1960 - 1 

StR 14/16,” NJW  1960, 1068; Maurach, “Anmerkung zum BGH Urteil vom 18. 3. 
1969 - 1, StR 544/68,” JR 1970, 71; Schlapp, “Anmerkung zu BGH Urteil vom 30. 
06. 1982,” StV 1983, 62f. 그리고 Puppe, “Anmerkung zum Urteil des BGH v. 30. 6. 
1982 - 2 StR 226/82,” NStZ 1983, 24; Puppe, Die Erfolgszurechnung im Strafrecht, 
2000, S. 223ff.도 통과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이와 함께 직접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46) Altenhain, GA 1996, 31.
47) 배종대, 형법총론, 613면; 안경옥,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12

호, 1999, 144면;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1999, S. 13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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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48) 다음으로 상해결과의 위험성은 치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해행위가 그에 상응하여 ‘위험한 상해결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9) 수렵용전망대사례에서 추락시킨 상해행위를 하 으나 

그로 인한 골절의 결과는 통상 사망의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해치사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후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행위자에게 귀속되는가 아

닌가 여부는 ―상해죄만 성립되느냐 아니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상해치사죄의 성립에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권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상해의 고의로 가격하 으나 동시에 탄환이 오발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피스톨사례에서는, 피스톨의 머리충돌(상해결과)에 의하여 오발

되었으므로 구타용무기의 특수한 위험성이 위험한 상해결과에 실제로 실현되었

다고 하여 상해치사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즉 사망의 결과가 (위험한 상해행

위에 따른) 상해결과의 소산 즉 불가피한 부수결과인 때에도 직접연관을 인정하

는 것이다.

이 입장은 상해행위와 상해결과의 위험성 모두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행위기준설과 치명성설의 중간적 해결에 귀착되고 있다. 그리고 상해행위

의 위험성과 상해결과의 위험성을 모두 위험창출에 위치시킨다. 중한 결과와 연

결되는 것은 위험창출, 즉 두 위험성이다. 그러나 이 위험창출이 긍정되기 위해

서는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상해결과의 위험성에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50) 그리하

여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상해결과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험창출이 결여되

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과실을 기초지우는 위험창출은 상해행위(시)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위험창출(특히 판단시점)의 상대성을 인정하

는 것이 된다.

48) 안경옥, 상게논문, 141면;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38f., 141ff. 전자는 고의 기본범죄를 전형적인 행위양식이나 상황에서 실현하면 중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상 중한 결과 발생의 개연
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후자는 구체적인 행위방식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중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이러한 특별한 위험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구체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9) 안경옥, 상게논문, 142면;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46ff.

50) 안경옥, 상게논문, 145면;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4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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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직접성연관의 기점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같은 불법내용을 갖는다고 평가

되는가 아니면 상이한 불법내용을 가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i)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불법이 증대된 것 즉 

기본범죄의 법익침해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상해치사의 경

우에는 신체침해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경과단계라고 이해된다. 사망은 생리적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의 불량한 변경을 ‘상해’로 정

의한다면, 사망의 결과는 상해의 결과를 경유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결과가 항상 고려되

어야 한다. (ii) 기본범죄의 불법 이외에 다른 불법의 내용이 함께 실현되는 경우 

즉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서로 상이한 법익인 때, 예컨대 감금치사의 경우(자

유와 생명)에는, 행동의 자유 내지 신체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기본범죄의 

결과로부터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가령 여름 무더위에 콘테이너에 감금

하여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희귀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기본범죄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며, 따

라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필요한 하나의 경과단계가 아니다. 사망은 전형적으로 

수반되어지는 행위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는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폭행에 의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iii) 이와 비슷한 것이 강도치사죄이다. 기본범이 폭행․협박과 재물탈취의 두 가

지 행위로 구성되는 강도치사죄의 경우 강도의 결과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타인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절취라는 기본범죄의 결과가 사망의 결과

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사망은 원칙적으로 폭행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폭행은 절취행위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관련성

에서 중점은 기본범죄의 행위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한 결과는 기

본범죄의 결과와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발생한다. 중한 결과는 기본범의 일부행위

인 폭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 직접성연관(위험실현연관)의 내용 ― 상해치사죄의 경우

(1) 상해행위의 위험성의 ‘상해결과의 위험성’에의 실현 ― 직접성의 제1

요건

‘상해행위의 위험성’의 중한 결과에의 실현을 문제삼는 것만으로는 과실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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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됨에 그치고 결과적 가중범의 독자적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결

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중간상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 요건은 사망의 위험성을 가지는 상해행위가 경미한 상해결과만을 발생시

킨 경우와 같이, 당초의 행위가 그 정도로 큰 위험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

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상기한 수렵용 전망대사례에서는 당초 고도로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상해행위가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상해결과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골절에 ‘사망이 임박한 위험’을 긍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명성설과 이론구성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하게 된다.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상해결과의 위험성에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성의 제1요건이 결여되어 상해치

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골절과는 관계없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 다는 

개입사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 긍정되

는 경우에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갑이 도로근처에서 상해의 고의로 을의 얼굴을 구타하 는데 그 때문에 을은 

균형을 잃고 도로상에 전도되었으며 불행하게 차에 치어 사망한 사례에서는, 상

해행위의 위험성은 도로근처에서의 상해행위에 의하여, 상해결과의 위험성은 ‘차

와의 충돌에 의한 부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성의 제1요건

을 충족하여 일단 상해치사죄의 성립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하겠다. 치명성설은 상

해고의로 ‘구타하는 행위에 의한 얼굴의 부상’의 치명성을 문제로 하므로, 본 사

례는 치명성이 아닌 경우가 될 것이다.

(2) 창출된 위험의 중한 결과에의 실현 ― 직접성의 제2요건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위험실현판단은 제1요건으로서 상해행위의 위험성의 상

해결과에의 실현판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 고유의 위험실현판단이 필요

하다. 이 요건은 제3자나 피해자 혹은 행위자의 사후적인 개입사정 사례군에 있

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위험실

현연관의 원리를 결과적 가중범에 전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

의 실현연관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현연관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적인 실현연관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실현연관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 우리나라 상당인과관계설은 물론 이러한 경우 특수한 귀속원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 아니한다.51) 그러나 이 견해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51) 이는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145도 마찬가지이다.



2005.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177

상상적 경합’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상상적 경합을 초과하는 결과

적 가중범의 처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성을 근거로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의사의 행위가 작위인 때에는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위험이 사망에 실현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52)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상해치사로서 행위자에의 

귀속은 부정되지만 과실치사는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제3자 예컨대 의사의 의무

위반행위 혹은 의사의 충고를 경시한 피해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사망원인으로서 

개입된 경우에는 직접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과실치사는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53) 이는 다른 결과적 가중범과 달리 상해치사에서는 보다 엄격한 귀속형식

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귀속과 상해치사의 귀속의 

상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당

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연관

성은 과실치사의 보호목적 연관보다도 좁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54)

(3) 몇 가지 사례의 검토

이와 같은 검토를 행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귀속을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 가중

범의 가중근거를 충족하는 기본범과 중한 결과와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직접성의 제1요건과 제2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에만 직접성연관이 긍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 제1요건이나 제2요건(혹은 

두 가지 모두)이 결여되면 개입사정의 성질 등을 고려한 일반적 귀속판단에 따라 

상해죄나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i) 상해의 고의로 어깨를 겨냥하여 발포했으나 심장에 맞아 사망한 사례는 상

해치사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신체에의 발포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위험성도 긍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치명성설에 의하여도 상해치사죄가 될 것이다. (ii) 피

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에 전도되어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례는 치명성설에 의하면 상해치사죄가 부정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때린 구타에 의한 부상이 치명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52)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74.
53) Puppe, Erfolgszurechnung, S. 224f.
54) Vgl. Graul, JR 1992, 344; Wolter, JR 1986, 466; Hirsch, FS-Oehler, S. 124; Maiwald, 

JuS 1984, 443;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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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행위도 그 상황 하에서는 고도의 위험을 가진 행위이며, 그에 의해 발

생한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부상은 사망의 위험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해치사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iii) 피해자의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는데 혈우

병환자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피해자의 특이체질사례는 

치명성설에 의하면 치명성이 긍정된다고 한다.55) 그러나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행

위자가 특별히 알고 있지 않은 한,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내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상해죄만 인정된다고 생각된다.56) (iv)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하

여 코뼈골절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혔는데 피해자는 계속될 공격의 공포에서 

부엌의 창을 통해 발코니로 도주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Rötzelfall)가 있다. 

이 경우 치명성설에 의하면 코뼈골절과 어깨부상은 치명적은 아니므로 상해치사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도주에 의한 사망은 고의의 기본범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해의 공포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긴급피난유사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므로 행위

자는 간접정범에 상응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도 있다.57) 이 견해는 고의 기본범의 실행에 의하여 설정된 강요상황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58) 그러나 이와 같은 강요상황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다른 

범죄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며, 중한 결과에 실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의 기본범에 전형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에 의한 것이 아

니다.59) 따라서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여부에 따라 상해죄 혹은 상해죄와 과실치

55) 치명상인가의 판단에 관하여 Puppe, Erfolgszurechnung, S. 227는 상해 그 자체에 속하
는 사실과 상해의 부수적 사정인 사실의 구별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치명성의 명확
한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혈우병환자에 대한 가벼운 상처도 치명적이라고 
논하고 있다.

56)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515면. 그리고 대판 1985. 4. 23, 85도303 참조.
57) Wolter, JuS 1981, 174;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145f.; Otto, AT, § 18 I.
58) 손동권, 형법총론, 2004, 304면.
59) Graul, JR 1992, 344;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81f.은 피해자의 도주사례에서 행위자의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통상의 반응은 피해
자가 자기를 상해로부터 방어하거나 상해를 방지하려고 시도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도주행위는 예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주와 그로 인한 사망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공포를 특별히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
해는 상해치사죄에서 상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규범의 보호목적이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
에 따르면 감금피해자가 창이나 건물 혹은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상의 결과
가 발생하는 감금치사상의 경우에는 감금이 피해자의 심리에 작용하여 공포심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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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60) 그리하여 본사례와 같이 긴급피난유사상황이 

긍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과실범으로의 귀속이 긍정됨에 그친다고 생각된

다. (v) 위에서 살펴본 수렵용전망대 사례에서 치명성설에 의하면 골절이라는 상

해결과는 치명성이 부정된다. 그리하여 상해죄 혹은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골절은 통상 절박한 사망의 위험을 갖

지 아니하므로,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위험한 상해결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직

접성의 제1요건이 결여되어 상해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행위자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과의 관련에서만 중요한 것인데, 본사례와 같이 의사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험실현연관이 부정된다.61) 따라서 상해죄만이 성립될 뿐

이다. (vi) 피해자를 구타하여 생명에 위험한 頭部상처를 야기하여 의료수술조치

에 의해서만 구조가 가능한데 의사의 의료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

해행위의 위험성이 위험한 상해결과인 두부상해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부

적절한 ‘작위에 의한’ 과실행위가 개입한 경우로서62) 직접성의 제2요건이 부정된

다. 다만 일반적인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에 의한 위험실현은 긍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vii) 상해에 의하여 발

생한 감염, 흉부총상에 의해 발생한 복막염, 갈비뼈골절에 의한 피해자의 투병생

활로 발생한 폐렴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여병병발사례의 경우는 원칙적

으로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상해결과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해치사죄가 

긍정된다.63) (viii) 행위자의 사후적인 과실에 의한 행위가 개입된 사례는 결과적 

주하는 것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감금치사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0) 물론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연관성의 검토를 요하지 않는 
순서도 가능하다.

61) Wolter, GA 1984, 443ff.;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167f. 그러나 상해죄
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Puppe, NStZ 1983, 22ff.; Hirsch, 
“Anmerkung zu BGH Urteil von 30. 06. 1982,” JR 1983, 78ff.; Küpper, “Anmerkung 
zu BGH Urteil vom 30. 06. 1982,” JA 1983, 229f.; Maiwald, JuS 1984, 439ff.

62)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74f.는 의사가 작위로 행
위한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원용하여 상해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의사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부작위의 경우만 행위자에게 상해치사를 긍정한다). 근거로는 고의 상해
죄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엄격한 특수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실범이론에의 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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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과실은 기본범의 행

위시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

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는 상

해죄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심

한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죄적은폐를 위하여 자살

로 위장하려고 베란다 밑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한 은폐과실의 사

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64)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해치사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65)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의 제기 ― 기본범의 미수

결과적 가중범론과 미수범론이 교착하는 전형적인 장면으로서는 기본범이 미

수에 그쳤으나 그 행위로부터 가중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기본범이 기수에 이르

는데 행위자는 가중결과의 야기를 의도하 었지만 가중결과는 불발생에 그친 

경우가 상정되고 있다. 우리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 가중범에도 적용된다고 읽을 수 있는 

형법전상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인질상해 치상(제324조의3) 및 인질살해 치사(제

324조의4)에 적용되는 제325조의5, 강도상해 치상(제337조)과 강도살인 치사(제

338조) 그리고 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0조 제2항) 및 해상강도살해 치사(제340조 

제3항)에 적용되는 제342조, 그리고 현주건조물일수치상과 치사(제177조 제2항)

에 적용되는 제182조 뿐이다. 이러한 사정이 우리나라에서 종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논점에 관하여는 각론에 있어서만 논의가 있었던 이유이다. 가중결과가 

발생한 이상 미수는 있을 수 없다는 형식적 개념론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조문들이 너무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있는 논의

과제로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유일 것이다.

63)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179f.
64) 배종대, 형법총론, 616면; 안경옥, 전게논문, 149면. 또한 본 사례에 관하여는 장 민, 

“개괄적 과실?”, 형사판례연구[6], 1998, 62면 이하;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
과귀속”, 형사판례연구[10], 2002, 62면 이하 참조.

65) 대판 1994. 11. 4, 94도2361. 또한 손동권, 형법총론, 305면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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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정 하에서도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라는 문제 역에 있어서 

총론에서 취급되어야 할 논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범이 미수인 경우

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기본범의 미수를 문제삼고 

있었다.66) 또한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

다는 명문의 규정(제301조, 제301조의2)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67) 그러므로 이를 뒤집어 읽으면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결과가 발생하여도 ‘일반적으로는’ 가중하지 아

니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제29조 미수규정이 적용되어 결과적 가

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각칙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각론적이 아니

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일반의 문제로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68) 또한 기본범 

단독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미수행위로부터 가중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결과적 가중범 미수논의의 두 가지 전제조건 ― 결과적 가중범으

로서의 성질 구비

A. 직접성요건의 충족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기

수․미수)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

근거 즉 직접성의 요건과 관련을 가진다. 기본범죄의 행위에 유형적으로 내재하

는 가중결과발생의 위험은 기본범이 기수에 달해야 비로소 발현된다고 이해하는 

입장(결과기준설)을 모든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에 관철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66) 예컨대 강도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강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강도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하
고 있었다(대판 1985. 10. 22, 85도2001; 대판 1988. 6. 28, 88도820).

67) 대판 1970. 2. 10, 69도2213 이래로 이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에 있어서도 
대판 2003. 5. 30, 2003도1256 참조.

68) 중한 결과의 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는 이미 축적되어 있으며 결론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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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의 기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가중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기본범이 미

수에 그친 이상, 기본범의 미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69) 그러나 미수단계는 이미 적어도 유형적

인 실행행위의 일부는 행하여진 경우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기본범의 결과가 발

생하지 않았더라도 가중결과발생의 위험은 이미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70) 체포감금치사상죄나 강간치사상․강도치사상죄 

등에서와 같이 폭력적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재

산을 침해하는 것을 기본범의 내용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에서는, 당해 

폭력적 수단은 이러한 기본범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가 아닌가 여부와는 독립

하여 가중결과의 법익침해(생명․신체의 침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상해치사죄나 유기치사죄와 같이 기본범과 가중범의 보호법익

이 유사 혹은 공통하여 기본범의 결과라고 하는 중간결과가 있을 때 비로소 가

중결과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제한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이상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강도치사죄 등과는 달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구별설)가 지배적이다.71)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되면 가중범의 침해법익과는 다른 법익의 침

해를 요건으로 하는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논의

69) Vgl. Hirsch, “Zur Problematik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s,” GA 1972, 75f.; 
Altenhain, GA 1996, 30, 35.

70) Otto, AT, § 18 Rn.83; Otto, “Der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s,” Jura 
1985, 671; Schröder, “Anmerkung zu BGH Urteil vom 7. 2. 1967,” JZ 1967, 368; 
Stree, “Zur Auslegung der §§ 224, 226 StGB,” GA 1960, 292f. 유사한 견해로는 
Wolter, JuS 1981, 173; 178; Wolter, GA 1984, 445; Baumann/Weber/Mitsch, AT, 11. 
Aufl., 2003, § 26 Rn.41.

71) 김선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1999, 105면 참조. Vgl. 
Blei, AT, 18. Aufl., 1983, § 65 III; S/S-Sternberg-Lieben, 26. Aufl., 2001, § 18 Rn.9;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321; Haft, AT, S. 173f.; 
Jakobs, AT, 2. Aufl., 1991, 25/36; Jescheck/Weigend, AT, 5. Aufl., 1996, S. 525; 
Kühl, “Das erfolgsqualifizierte Delikt,” Jura 2003, 22; NK-Paeffgen, § 18 Rn.120ff.; 
Rath, “Grundfälle zum Unrecht des Versuchs,” JuS 1999, 142;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S. 234ff.; SK-Rudolphi, § 18 Rn.7; LK-Schroeder, § 18 
Rn.38; Sowada, Jura 1994, 647; Sowada,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m 
Spannungsfeld zwischen Allgemeinem und Besonderem Teils des Strafrechts,” Jura 
1995, 651f.; Stratenwerth/Kuhlen, AT I, 15/60; Wessels/Beulke, AT, 34. Aufl., 2004, 
Rn.617. 그러나 이러한 구별에 회의적인 입장으로는 Otto, AT, § 18 Rn.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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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지만, 기본범과 가중범이 동종 혹은 생명․신체의 하나의 단계를 이루는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범이 미수에 그치면 결과가중의 근거가 

결여되어 처음부터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게 된다. 결국 기본범의 행위가 기본범

의 기수․미수와는 독립적으로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인정되는 결과

적 가중범의 유형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서 논의될 수 있는 역이 

존재하게 된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논의는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B. 기본범죄 미수의 가벌성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는데 이 기본범의 미수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

는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으로 취급할 것인가 다투어

지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을 일종의 수정구성요건으로 이해하거나72) 전체로서 독

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범죄라고 보는73) 경우에는, 그 일부의 가벌성/불가벌성은 

전체로서의 가벌성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본범이 불가벌적 미수라

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은 가능하다고 하게 될 것이다.74)

이 견해에 대하여는 기본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가중결과가 발생한 이

상, 결과적 가중범(미수)으로 취급하면, 중한 결과가 형을 가중하는 기능이 아니

라 가벌성을 처음으로 근거짓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다.75) 고의범이라고는 하지만 불가벌인 행위로부터 혹은 그에 부수하는 과실로부

터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통상의 과실범 이상으로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

다고 생각된다. 불가벌적 미수에 관하여 입법자는 형벌권을 발동하기에 충분히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동시에 그러한 행위에 중한 결과를 발생할 유

형적 위험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결과적 가

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 자체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결국 결과

72) Deubner, NJW  1960, 1068; Stree, GA 1960, 294.
73) Ferschl, Das Problem des unmittelbaren Zusammenhangs, S. 320.
74) Baumann/Weber/Mitsch, AT, § 26 Rn.11; Otto, AT, § 18 Rn.89; Sowada, Jura 1995, 

652.
75) Vgl. Kühl, Jura 2003, 21; Kühl, “Der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s,” FS- 

Gössel, 2002, S. 205; Lackner/Kühl, StGB, 25. Aufl., 2004, § 18 Rn.11; Ebert, AT, 3. 
Aufl., S. 128; Gropp, AT, 2. Aufl., § 9 Rn.49c; Jakobs, AT, § 25/26; SK-Rudolphi, §
18 Rn.7; LK-Schroeder, § 18 Rn.38; S/S-Sternberg/Lieben, § 18 Rn.9; Tröndle/Fischer, 
StGB, 52. Aufl., 2004, § 18 Rn.4a; Wessels/Beulke, AT, Rn.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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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확인하 다면, 이하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미수규정을 일단은 도외시하여 우선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당해 행위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혹은 미수로서 취급되기에 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

닌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고찰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검토순서로서 편리하다.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A. 기수 일원설

기본범이 단지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76)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근거로

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구성요건적 결과는 단지 ‘가중결과’

이고, ‘기본범의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77) 그러므로 결과적 가

중범에 있어서는 가중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중결과’가 발생하

지 않으면 처음부터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배척된다. 

이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에 내재하는 고유의 위험성의 실현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부정된다는 의미이다.78)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것은 단지 양형

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한다.79) 그리하여 이러한 기수설은 현행법상 각칙에 결

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법의 실수이거나 같은 

조문 내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결합범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가중구성요건이 아

76) Thomsen, Ueber den Versuch der durch eine Folge qualifizierten Delikte, 1895, S.
45f.; Lüdeking-Kupzok, Der erfolgsqualifizierte Versuch, Diss. Göttingen 1979, S.
107ff.; Miseré, Die Grundprobleme der Delikte mit strafbegründender besonderer 
Folge, 1997, S. 55ff.

77) Thomsen, Ueber den Versuch, S. 70.
78) 박강우,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미수범처벌”, 저스티스 제34권 제5호, 2001, 

195면.
79) 신동운, 형법총론, 498면; 배종대, 형법총론, 626면; 조준현, 형법총론 3정판, 2004, 

372면. 그런데 Lüdeking-Kupzok, S. 21ff.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에 대하여 처벌에 있
어서는 미수범의 임의적 감경을 유추적용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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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가중구성요건이란 기본구성요건의 모든 표지를 

포함하고 그에 더하여 가중표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

이 기본범의 결과를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의 가중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돼버린다. 또한 기본범의 결과가 결과적 가중

범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면, 기본범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

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일관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견해

는 우리 형법전의 결과적 가중범 조문을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보여진

다.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을 거의 대부분 “제O조의 죄를 범하여”라는 형식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은 모두 기수를 규정하고 있고, 

미수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당조문을 설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제O조”는 (미수

처벌규정이 아닌 한) 당연히 기수를 의미한다.80) 그렇다면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우리 형법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기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

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이다.

B. 기수․미수 이원설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으나 가중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에 관한 미수규정이 없어도― “전O조의 죄를 범하여” 라는 부분을 위와 같이 

해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미수범으로 취급

되기 위해서는 각 본조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일부견해는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항상 기수범으로서 가중형을 가

하고 있다.81) 즉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례군에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성질과 

동시에 미수범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미수범

으로서의 성질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

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미수범처벌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된다고 한다.

80) 판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의 해석과 적
용에 관한 대판 1997. 4. 7, 95도94 참조.

81) 임웅, 형법총론, 517면; 손동권, 형법총론, 307면. 또한 이정원, 형법총론, 442면 이하
도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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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미수 일원설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러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

의 미수이지만 미수처벌규정이 없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따라서 기

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으로 처벌될 것이다)이라고 하는 견해

이다.82) 즉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적 미수라

는 것이다. 물론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가벌적 미

수가 인정된다.83) 이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입장은 ―기수설

과는 달리― 기본범의 기수가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한 결과에 실현된 위험은 기본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범

의 행위와 직접 연련되는 결과적 가중범 유형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려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 경우에 미수범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

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는 사례군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군은 미수로 되어야 

할 성질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범의 결과라는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전체) 불법내용은 기본범의 ‘행위’에 내

재하는 위험의 실현만은 아니다. 그에 더하여 기본범에 의한 법익침해 그리고 가

중 결과라는 별종의 법익침해도 포함되는 것이다. 불법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 가

지 요소 중 하나의 요소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다.84) 즉 감경의 여지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중근거가 

되는 기본범의 행위에 유형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의 실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기본범의 결과라는 구성요건요소가 한 가지 결여되었다는 결손을 전보 내

지 초과하여 기수의 완전한 수준에 달할 정도의 불법을 추가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제1항은 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 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범의 결과라는 구성요건요소의 

82) 신양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고시연구 2004/3, 96면.
8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한

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박광민/임석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2003, 52면 이하; 김선복, 전게논문, 106면 이하.

84) 임웅, 형법총론,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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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즉 미수의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29조에 의한 각 본조에 미

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군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해당하는 이상, 결국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기본범의 미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01조와 301조의2는 “제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강간과 강제추

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제300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특별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에서 본다면 ―이같은 특별한 지시

가 없는 한, 즉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미수와 기수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이상―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

이 논리적으로는 일관된다. 결국 강간치사상죄(제301조, 제301조의2)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고의 기본범과 발생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할 뿐이며, 결과적 가중범은 불가벌적 미수가 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형

법전이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위하여 기본범으로서 “제O조의 

죄를 범하여”라는 규정형식에 의해 고의기수범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

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결국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어디까지나 미수범이다. 

그러나 각칙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

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85)

D. 기본범의 미수와 가중형벌의 임의적 감경 원용설(Strafschärfungslösung)

모든 미수는 어떤 전체범행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결과적 가중

범에서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로 행위한 바가 없고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

만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될 수 없고 단지 기본범죄의 미수만이 성립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견해가 있다. 그

러나 중한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직접성의 요건은 충족되고 있으므로, 처벌은 결

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에 의하며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다고 한다.86) 기본범이 미수

85) 신양균, 전게논문, 96면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수와 같이 처벌한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86) Hardtung, Versuch und Rücktritt bei den Teilvorsatzdelikten § 11 Abs. 2 StGB,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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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쳤더라도 발생한 중한 결과는 어쨌든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도 미수설과 마찬가지로 기본범의 결과가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요

소라는 점, 그리고 중한 결과는 반드시 기본범의 결과와 관련될 필요는 없는 결

과적 가중범의 유형을 전제한다. 그런데 미수설과 달리 이 견해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개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중결과에 대한 법정

형은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87) 직접성요건의 충족으로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한 

중한 결과는 기본범의 기수․미수에 모두 의미를 가지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기본-가중구성요건에서 기본구성요건의 기수가 가중표지를 실현하면, 

가중구성요건의 형벌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미수가 가중표지를 

실현하면, 가중구성요건의 형벌이 임의적 감경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직접성요건이 충족되는 귀속가능한 가중결과가 발생한 사례군에서 기본범이 

기수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법정형이 적용되고, 기본범이 미수인 경우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법정형이 원용된다. 그러나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

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미수의 본래 개념정의로부터88) 논리적으로 결과

적 가중범의 미수는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 가중

범의 미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기수설과 동일하지만,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군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아니라 ‘기본범

의 미수’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맺으며

기본범의 미수와 귀속가능한 중한 결과의 기수가 결합된 사례군을 결과적 가

중범의 기수 혹은 미수의 어느 일방만을 인정하는 기수설이나 미수설은 사안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수의 개념정의와 직접성

요건의 충족을 근거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군

에 대하여, 기본범의 미수 ‘성립’과 가중형벌의 임의적 감경 ‘처벌’을 인정하는 

견해는 실제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미수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결과적 가중범

의 미수처벌규정이 없을 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 35f., 198ff., 242, 263; MK-Hardtung, 2003, § 18 Rn.75.
87) Hardtung, S. 35.
88)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Maurach/Gössel/Zipf, AT II, § 43 Rn.114-117은 고의 행위부

분과 과실 결과부분으로 이루어진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과실
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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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가 없다. 차이가 나는 대목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없을 때 

이 사례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다. 이때 미수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거나, 기본범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 가중형벌

원용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본범의 미수

가 성립되는 것이지만, 가중결과의 행위자에게의 귀속을 근거로― 가중형벌의 

임의적 감경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에 대해서만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수와 미수에서 요구되는 고의는 다

르지 않다. 그러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에서 고의가 기본범죄에 대하여만 요

구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서도 고의는 기본범죄에 대하여만 필요하다고

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89)

우리나라의 법조문은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제O조의 

죄를 범하여”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범이 기수여야만 결과적 가중

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결과적 가중범(기수․미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개별규정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각칙에 결과적 가중

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외형상 존재하는 것은 입법의 실수이거나 같은 조문 내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결합범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이

와 같이 본다면 우리 형법은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으나 가중결과가 발생한 경우

를 결과적 가중범(기수․미수)으로 포착하지 아니하 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실제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실행의 착수로 나

아간 것이 아니었다. 단지 기본범의 실행으로 나아간 것이고 미수에 그쳤다. 이

때 임의적으로 감경되어야 할 법정형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본 사례에서는 직접

연관성으로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가중결과가 발생하 다. 따라서 가중형벌

이 임의적으로 감경되는 것이라고 이론구성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은 아

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결과적 가중

범의 성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범의 미

수와 과실치사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미수설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이해될 

89) 비슷한 지적으로는 Kühl, Jura 20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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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90) 그러나 이 경우 불법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으나 엄격한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가중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

수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가중형벌의 임의적 감경을 원용하는 것이 사안의 실체에 

타당한 해결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지 아니한 상당한 처벌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90) 신양균, 전게논문,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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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übe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 Insbesondere über die Unmittelbarkeit und den Versuch―

91)

Prof. Dr. Yong-Sik Lee*

Der erste Teil dieses Beitrages befasst sich mit der Frage, welcher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stehen muss, damit 

das erfolgsqualifizierte Delikt eingreift. Fü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hnt 

Art.15 II kStGB die Strafbarkeit auf die Fälle lediglich fahrlässiger Herbeiführung 

der schwerer Folge aus. Das führt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zu 

Strafrahmen, die die bei Idealkonkurrenz von Gru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zu 

bildende Strafe erheblich übersteigen.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liegt der 

schliche Grund für die erhebliche Strafrahmenverschiebung gegenüber der 

Idealkonkurrenz in der besonderen Verknüpfung zwischen Gru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In der schweren Folge verwirkliche sich die typische 

(eigentümliche, spezifische) Gefahr des Grunddelikt. Aber welcher Anforderungen 

an die typische Gefahr zu stellen sind, ist in Korea noch kaum diskutiert. Es ist 

sogar nicht gestellt, dass der spezifische Zusammenhang enger sein muss als die 

Tateinheit. Es bietet sich an zu prüfen, ob Einschränkungen gefunden werden 

können, die zu nähreren Maßstäben gerecht werdenden Umschreibung des 

spezifischen Zusammenhangs geeignet sind.

Es ist in Korea festzustellen, dass die Rechtsprechung und der weit 

überwiegende Teil der Lehre den erfolgsqualifizierten Versuch grundsätzlich nicht 

anerkannt. Fü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sei egal, ob das Grunddelikt 

vollendet oder versucht ist. Nach der Mindermeinung vorliege der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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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olgsqualifizierte Versuch, wenn das Grunddelikt nur versucht und die 

Strafbarkeit des erfolgsqualifizierten Versuchs im Gesetz ausdrücklich bedroht ist. 

Unter bieder Mindermeinung ist auch geteilt, ob man die Vollendung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nerkennen muss oder die Versuchsstrafbarkeit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blehnen muss, wenn die Strafbarkeit des erfolgs-

qualifizierten Versuch nicht im Gesetz bedroht ist. Der Autor will die von 

Hardtung sog. Strafschärfungslösung in Korea einführen. Er nimmt nur einen 

Versuch des Grunddelikts an, den er wegen des Eintritts der besonderen Folge 

als folgenschweren Versuch des Grunddelikts bezeichnet. Dieser soll aber wegen 

der Verursachung der besonderen Folge aus dem Strafrahmen des erfolgs-

qualifizierten Delikts bestraft werden. Dieser Strafrahmen kann natürlich fakultativ 

gemildert werden. Der Autor hält diese Strafschärfungslösung für angemessen, 

wenn man berücksichtigt, dass in Korea die Versuchsstrafbarkeit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prinzipiell nicht bedroht 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