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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부작위형태의 중지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형법 제26조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의 

해석과 관련하여―

1)

李 用 植**

Ⅰ. 들어가며

중지미수의 성립에는 자의성과 중지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중지미수의 각 요건에 관한 논의는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어떻

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감면근거와 관련지으면서― 중지의 자의성에 주로 집중되

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지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찰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판례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의성판단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지행위의 존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단적으로 중지미수의 성립이 부정된다. 따라서 중지

행위의 인정기준이나 그 전제가 되는 미수의 종료시기에 관한 대법원의 법적 판

단은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에서 거의 모두 자

의성을 부정하 는데,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한 ―유일한― 판례에서도1) 자의

성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검토를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지행위(즉 

해당 판례사안에 있어서는 부작위형태의 중지)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

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에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은 명문으로 행위의 포기와 적극적인 결과방지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

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2)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중지행위를 우리 학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대판 1993.10.12, 93도1851(친해지면 응해줄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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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행위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형태의 것과 적극적인 결과방지

행위를 요하는 작위형태의 것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구별기

준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에 구하여 전자를 착수중지(미종료중지), 후자를 실행

중지(종료중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에 대하여 미수의 종료시기가 언제인가를 개념적으로 확정하

기보다는 오히려 ‘중지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3) 이 견해는 위험성,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과관계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아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

위가 중지미수로 인정되는데 이때 행위의 속행가능성의 인식도 종합하여 판단한

다는 것이다. 미종료미수인가 종료미수인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행위’를 중지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파악하여 실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감소․소멸시키는 행위라는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중지행위의 

구조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서 실행행위로부터 ‘중지행위’를 분

리시키고 실행행위에 대비되는 ‘중지행위’ 자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

고 있다는 의미이다.

독일에서도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중지행위’에 대한 고찰이 심도있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행위의 포기를 인정함에 있어서 판례가 적극적인데 비

하여, 학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판례는 실행행위의 종

료시기를 종래에는 행위자의 원래 행위계획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입장을 

취하 었다. 그런데 1982년 12월 3일 판결에서4)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중지시

에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중지행

위시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여 (그러니까 결과발생을 위해서는 아

직 더 행위해야 하는데) 행위를 속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행위의 ‘포기’라고 인정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중지시점에서의 행위자의 표상을 기

준으로 하는 견해를 전체적 고찰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체적 고찰설에 입각하

면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행위를 시도하 지만 실패하여 결과발생

의 가능성이 없어 그 후의 행위를 중단한 행위자에게도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중

2) 물론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이훈동, “중지범에 있어서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기준”,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232면 이하.

4) BGHSt. 3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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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수가 인정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반대설로부터 부당하다는 격렬한 비판이 

있었다. 이 비판은 주로 행위자체의 위험에 관한 행위자의 행위당시의 인식을 기

준으로 하여,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한 개개의 행위수단을 사

용하면 실행행위는 종료되고 따라서 행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개별적 행위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독일판례와 다수설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적 고찰설에 찬동하고 있지만, 개별적 행위설로부터의 비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전체적 고찰설의 내부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법 제26조의 ‘중지’에 대한 해석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는 중지미

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실패미수(fehlgeschlagener Versuch)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종래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라는 형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중지행위를 

어떠한 경우에 인정하여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5)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중지미수의 인정에 필요한 중지행위를 적극적인 결과방지행위

가 필요한 경우와 단순한 부작위로 족한 경우로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되

는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유형’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하게는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지행위의 요건을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고찰

하려는 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중지행위’의 인정여부는 더 

나아가 행위자가 본래의 관심사인 구성요건외의 행위목표를 달성한 후 더 이상

의 행위를 중단한 목표달성미수(zielerreichender Versuch)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도,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

제로 나타나게 된다.6)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형법 제26조에서 말

하는 ‘중지’행위에 해당하는가, 다시 말하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만한 ‘중지

5) 실패미수는 현재 독일에서는 미종료미수․종료미수와 함께 제3의 카테고리로서 자리
를 잡고 있다.

6) 중지미수의 특례효과가 독일 형법의 경우에는 ‘불처벌’이라는 강력한 것임에 대하여 
한국 형법의 경우에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에 그친다는 점이 본고의 논의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즉 일반적인 장애미수의 경우에도 법실무상 형의 감경은 대체로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중지미수에 있어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장애)미수범의 감경혜택은 받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렇게 본
다면 중지미수의 경우에서 형의 감경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 문제로 되는 부분

은 형의 면제여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지미수 규정상 특례효과의 차이에서 비롯
된 의문은 실패미수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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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평가되는가 하는 점이다. 실행미수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과방지행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가 모두 다 ‘중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결과방지행위는 인과의 진행을 의식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또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여야 한

다. 그렇다면 착수미수의 경우에 단순한 부작위는 모두 형법 제26조의 형벌감면

을 받는 ‘중지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미종료미수의 

범위제한). 다시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하에서는 형법 제26조 중지행위에의 해당여부가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작위형태의 중지행위(행위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들을 실패미수와 목표달성미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실패미수 ― 목표달성 불가능인식 미수

1. 실패미수의 개념과 근거

(1) 기본사례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컨대 강도범이 강도의 실

행에 착수하 으나 피해자의 반격에 의하여 기절해버린 경우에 이는 형법 제26

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것에 해당될 것인가? 이는 실행행위를 실패

한 경우로서 중지를 결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는 문제

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자의성 여부의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미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컨대 

탄환이 1발 들어있는 권총으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빗나가고 다른 살해수단을 갖

고 있지 않아서 중단한 경우에 이는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지행위에 해당하

는가? 혹은 절취를 위하여 금고문을 열었는데 비어 있어서 절취를 중지한 경우

에 이것이 중지행위에 해당하는가? 사기를 위해 기망행위를 하 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를 알아차리고 있어서 그만둔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중지인가? 이들에게

는 기수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수행의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다.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면 그 후의 행위는 기수

의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더 이상의 실행행위라

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래 ‘자의성이 부정되는 미수’라고 

보았거나 ‘종료미수후의 미수’라고 관념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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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지행위의 전제조건 ― 행위의 속행가능성의 인식

부작위에 의한 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

지의 해석론으로서 중지행위의 개념이나 요건은 중지미수의 본질과 관련하여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의 불발생이 우연이라면 중지는 애시당초 고려될 여지

가 없다. 행위자가 원한다면 아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하여서만 우리는 ‘이후의 행위수행을 포기했다’ 혹은 ‘결과방지행위

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계속해야 하

고 그와 같이 계속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만이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지에 해당하는 것이다.7) 행위자가 더 이상의 실행행

위를 중지한다는 것은 개념상 행위자가 이후 행위의 속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8) 즉 중지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행위의 속행가능

성의 인식이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더 이상 속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중지는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중지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9) 그리하여 미수가 행위자의 인식에 의하여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중지미수가 배제되게 된다.10) 이와 같이 실패한 미수는 행위를 속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특징지울 수 있다. 

행위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자가 속행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만이 ‘중

지’행위로 파악된다.11) 따라서 속행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그만두는 

것은 중지행위는 아니다. 결국 실패미수란 행위자가 구체적인 행위의 한계범위 

내에서는 기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한 경우 혹은 

적어도 그렇게 인식한 경우가 된다.12) 여기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있어

7)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2005, 379면; 하태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형사
판례연구 7, 1999, 68면. 또한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2005, 416면 참조.

8) Haft, AT, 9.Aufl., 2004, S.241; Kindhäuser, AT, 2004, §32 Rn.5.
9) Vgl. Schlüchter, “Normkonkretisierung am Beispiel des Rücktrittshorizonts”, FS- 

Baumann, 1992, S.85; S/S-Eser, StGB, 26.Aufl., 2001, §24 Rn.7; Heintschel-Heinegg, 
“Versuch und Rücktritt”, ZStW  109 (1997), 36.

10)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0판, 2004, 536면;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2004, 354면; 이정원, 형법총론, 제2판, 2001, 287면; 하태훈, 전게논문, 68면. 그리고 
SK-Rudolphi, 6.Aufl., 1993, §24 Rn.9; S/S-Eser, §24 Rn.6.

11) Lackner/Kühl, StGB, 25.Aufl., 2004, §24 Rn.10.
12) Roxin, AT II, 2003, §20 Rn.77. 그리고 하태훈, 전게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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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패하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13) 이와 같이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실

행행위의 중지는 계속가능한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므

로,14) 행위자는 그 자신이 전혀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즉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단계에

서 그 미수는 실패한 것이고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가 아닌가와는 관계없이 그

리고 자의성 여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중지행위라는 점이 부정되고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중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이후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

는 부작위만으로 중지의 성립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속행가능성을 인식

하 음에도 불구하고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

이 있다고 생각된다. 형법은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도 중지한 행

위자에게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전혀 실행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만둔 행위자는 형벌감면의 혜택을 향유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법규의 문헌해석에서 출발하여 종래 자의성 유무의 문제로 되었던 ‘속행

불가능을 인식하여 중지한 사례’를 실패미수라는 고유한 역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실패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실패하지 않은 미수’라고 정의하여, 양자를 표

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견해도 있다. 실패미수는 행위자의 중지행위와

는 무관하게 결과발생의 위험이 해소되어 버린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

지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15) 일단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

하는 것으로 위험을 창출하면 그 위험을 전부 해소시키지 아니하는 한 중지미수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험을 제거하려면 그 위험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위험에 향력이 미칠 수 없는, 즉 지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이고 따라서 중지라고 인정

할 수 없으며 실패미수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학설 중에는 실패미수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법익의 위태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16) 이 견해는 중지행위의 본질을 위태

1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36면; 하태훈, 상게논문, 67면 이하. 그리고 Bauer, “Der 
strafbefreiende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wistra 1992, 202.

14) 이재상, 형법총론, 379면.
15) Jakobs, “Rücktritt als Tatänderung versus allgemeines Nachtatverhalten”, ZStW  104 

(1992), 82ff.
16) Jäger, Der Rücktritt vom Versuch als zurechenbare Gefährdungsumkehr, 1996, S.7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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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감소․소멸 혹은 위태화의 전환(Gefährdungsumkehr)이라고 보는 데에서 출

발한다. 그리하여 실패미수의 경우에는 장래 위태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

어버린 경우이므로 그 전환도 불가능하여 중지가 배제된다고 한다.17) 즉 전환할 

위태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패미수는 중지미수가 부정되는 1유형으로서 독일판례와 학설에서 이미 그 

존재 자체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래 일부견해가 법조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개념을 중지미수를 부정하는 요소로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실패미수

에 대하여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 으나, 이들도 이러한 사례들은 중지행위에 해

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승인하고 있다.18) 단지 실

패미수라는 개념적 용어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정도로 비판의 의미는 축소되

어 있다.19)

2. 실패미수이론의 검토

(1) 실패미수의 위치 ― 자의성과의 관계

실패미수는 중지미수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지미수론에 있어서 실패미수의 체계적 분석은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하

기 어렵다. 특히 실패미수가 중지미수의 각 요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문제된

다. 중지미수의 성부는 자의성과 중지행위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중지미수는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실패미수는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역으로서 구성요건실현이 

미수로 실패한 독자적인 사례군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20) 

17) Jäger, Gefährdungsumkehr, S.62ff.
18) Stratenwerth/Kuhlen, AT I, 5.Aufl., 2004, §11 Rn.77; Gössel, “Über den 

fehlgeschlagenen Versuch”, ZStW  87 (1975), 3ff.; Maurach/Gössel/Zipf, AT II, 7.Aufl., 
1989, 41/36; Ranft, “Zur Abgrenz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beim 
Rücktritt”, Jura 1987, 534; Sonnen, “Fehlgeschlagener Versuch und 
Rücktrittsvoraussetzungen”, JA 1980, 158ff.; Feltes, “Der (vorläufig) fehlgeschlagene 
Versuch”, GA 1992, 395ff.; Bochert/Hellmann, “Die Abgrenzung der Versuchsstadien 
des §24 Abs.1 Satz 1 StGB anhand der objektiven Erfolgstauglichkeit”, GA 1982, 448.

19) Vgl. Baumann/Weber/Mitsch, AT, 11.Aufl., 2003, §27 Rn.12; Maurach/Gössel/Zipf, AT 
II, 41/4; Heckler, Die Ermittlung der beim Rücktritt vom Versuch erforderlichen 
Rücktrittsleistung anhand der objektiven Vollendungsgefahr, 200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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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패미수의 유형에 해당되면, 중지행위의 존부나 자의성의 유무를 검토할 

것도 없이 중지미수의 성립이 부정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실패미수는 

중지행위도 아니고 또 자의성도 없는 경우가 된다. 그런데 독일학설은 우리가 종

래 자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례들 가운데에서도 실패미수를 인정하여 중지미

수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에 있다. 예컨대 거액의 현금을 탈취하려고 절도

범이 금고문을 열었는데 백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었던 사례는 행위자에게 행위

속행의 의미가 없는 경우이다.21) 물론 행위의 속행이 객관적으로 전혀 불가능하

지는 않다고 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직 속행가능한 행위를 중단

한 경우, 예컨대 프랑크의 공식에 의하면 자의성이 긍정될 것이다. 자의성에 관

한 다른 기준에 입각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위속행에 의미가 없어진 경우 모두를 

자의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설득력있는 지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

이 상당히 애매한 자의성의 문제와 대치하지 않고서도 해결한다는 실제적인 이

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래 자의성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경우도 우선 

실패미수가 아닌지 먼저 검토되는 것이다.22)

(2) 실패미수 ― 행위의 속행불가능성의 인식 (기준 1)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속행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혹은 속행불가능성을 인식

하여 중단한 경우를 실패미수라고 하고, 이것을 행위의 중지와 상반되는 개념으

로 위치시키고 있다.23) 물론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상언어상으로 보면 목표달성의 여지가 이제 전혀 없게 된 자도 포기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행위를 속행하지 않는다는 결의’

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 그러나 행위속행의 불가능을 인식한 자는 

‘행위를 속행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이고, 행위속행의 불가능

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의는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다.25)

실패미수의 전형적인 사례는 실행에 착수한 후 ―사태가 계획과 달라지거나 

20) 독일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예컨대 BGHSt. 34, 53.
21)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36면;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22)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23) Roxin, “Der fehlgeschlagene Versuch”, JuS 1981, 1ff.
24) Streng, “Handlungsziel, Vollendungsneigung und Rücktrittshorizont”, NStZ 1993, 258.
25) Roxin, AT II, §30 R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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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단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위자가 속행불가능성을 

인식하여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속행불가능성의 인식이 어떻게 행위

의 중지를 부정하는 요소로 연결되는가?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행위

자에게 합법성에의 귀환이 인정되어야 한다.26) 그렇기 때문에 중지행위도 또한 

형벌감면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속행가능한 경우

에만 형벌감면을 받을 만한 행위의 중지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속행가능성은 행

위의 포기의 전제상황이 된다. 이러한 속행가능성이 없다고 행위자가 인식한 경

우에는 중지의 결의가 결여된 것이고27) 따라서 중지행위가 부정되는 것이다. 물

론 이러한 경우 그냥 단적으로 행위자의 중지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개별사안의 해결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포섭의 

결과측면에서 보아 중지가 배제되는 유형적 사례들에 대하여 ―중지행위의 해석

과 관련하여― 실패미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8) 그

리고 이러한 개념을 이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학문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29) 결국 실패미수라고 하여 전개되고 있는 이론은 실제로는 

중지행위의 인정요건으로서 그 행위의 속행가능성에 위치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실패미수론은 형법 제24조의 ‘중지’의 해석론으로서 전개되는 것이다.30)

3. 실패미수의 구체적 사례군

(1) 기수(구성요건충족)불가능성 ― 사실적 불가능성․법적 불가능성

1) 사실적 불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실패미수의 예들은 사실적 근거에서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인식한 경우이다.31)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목표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미수가 실패로 끝나게 된 사유가, 예컨대 살해도구가 기능하지 

않았다든가32) 혹은 절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든가33) 하는 사실적인 데 있

26) Roxin, “Über den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FS-Heinitz, 1972, S.273f.
27) Bottke, “Mißlungener oder fehlgeschlagener Vergewaltigungsversuch bei irrig 

angenommenem Einverständnis?”, JZ 1994, 75.
28) Krey, AT II, 2001, Rn.467.
29) Vgl. Roxin, AT II, §30 Rn.78.
30) NK-Zaczyk, 2001, §24 Rn.19.
31)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32) 하태훈, 전게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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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34)(사실적 불가능성). 이는 주로 목적실행의 수단으로서의 실행행위

를 속행할 수 없는 사례이다.

2) 법적 불가능성

① 문제사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위속행이 불가능한 실패

미수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행위자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실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기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중지미수가 

배제되는 실패미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로 구성요건의 실현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예컨대 절도죄, 협박죄, 주거침

입죄 등)에서 행위자가 실행의 착수후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고35) 행위자는 그 

의사표시가 진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실행행위를 계속 행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실패미수로 보아야 할 것인가

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갑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 는데 피해자가 더 이

상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간음에 동의하 고 행위자는 진지한 동의라고 생각

하고 간음행위를 행한 경우이다.36)

② 견해의 대립

a. 실패미수 부정설(중지미수 검토설)

법적 불가능성의 경우에 행위자는 ―사실상의 불가능성의 경우와는 달리 ― 

행위속행의 선택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는 자신의 원래 목표를 달성할 가

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37) 행위자는 간음행위나 절취행위, 주거침입

33) 이정원, 형법총론, 287면.
34) 실패미수는 실행의 착수시에는 결과발생이 가능했는데 실행의 착수 이후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중지미수의 성립이 배제된다.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에 
이미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러한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객체나 
수단의 불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지행위를 하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결
국 실패미수는 불능미수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불능미수인 것은 아니며, 또한 불능미
수가 반드시 실패미수인 것도 아니다. 실패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에 관하여는 
Roxin, AT II, §30 Rn.82; Kindhäuser, AT, §30 Rn.7 참조.

35) 실행의 착수전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될 것이다. 본 문
제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사전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동의는 효력이 없고 

미수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36) 유사한 사례로서 신동운, 형법총론, 2001, 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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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중지미수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실패미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 불가능성을 사실적 불가능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실패미수로 취급하는 것은 양 사례군에서 결과발생 저해요인의 종류에서 발생하

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적 역에서의 저해요인

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속행할 것인가 단념할 것인가 하는 형법 제26조가 

전제하는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적 저해요인의 경우 그러한 선택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진지하게 혹은 위장하여 성행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행위자는 그 행위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 있

으므로 이를 실패한 미수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간

음행위까지 실행했지만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수는 배제된다. 그렇지만 행위자는 계획된 실행행위를 포기하지 않아 

중지행위가 부정된다.38) 즉 행위자는 더 이상의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포기

하 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점에서는 행위자는 자신의 범행계획을 유지하 고 (피해자의 동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처음에 의도하 던 바의 간음행위를 실행하 다. 강간의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강간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아

니한다. 만약 사안을 조금 변형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 지

만 행위자가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39) 피

해자의 동의와는 무관한 사유, 예컨대 갑자기 후회나 수치심에 근거하여 중지를 

결의한 행위자에게 중지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b. 실패미수 긍정설(중지미수 배제설)

이러한 구성요건충족의 법적 불가능성을 사실적 불가능성과 동일하게 보려는 

견해이다.40)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법적인 

37) 독일판례(BGHSt. 39, 244)의 입장이며 소수설이다. 예컨대 Kudlich, “Grundfälle zum 
Rücktritt vom Versuch”, JuS 1999, 245; Jäger, Gefährdungsumkehr, S.74ff. 우리나라
에서는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38) 중지행위는 긍정하지만 자의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로는 Streng, NStZ 1993, 582.
39) Kudlich, JuS 1999, 244. 그리고 신동운, 형법총론, 461, 464, 467면 참조.
40) 독일의 통설이다. 예컨대 Roxin, AT II, §30 Rn.89ff.; Kühl, AT, 4.Aufl., 20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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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성과 사실적인 불가능성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간음행위시에 그에 대한 양

해가 있다고 오인하 기 때문에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는 조각된다. 행위자

는 강간죄 기수의 결과발생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 갑의 미수

는 실패한 것이고 중지미수는 배제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간음’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간’

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행위자가 간음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

에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실패미수의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은 불

가벌적인 ‘간음행위’와 가벌적인 ‘강간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기껏해야 

간음행위의 중지일 뿐이지 강간의 중지미수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미

수는 행위자 갑이 후회나 수치심에서 간음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강간을 위하여 폭행으로 나아갔으나 피해자

가 간음에 동의하여 이를 원한다고 생각한 행위자가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이를 수치심이나 후회에서 포기했다고 볼 계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41)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간음을 승낙한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미수를 

부정하고 행위자에게 중지미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입장이 법정책적으로 타당

한지 의문이다.

(2) 행위계획과 행위객체의 동일성의 차이

1) 문제사례 ― 구체적․계획구속적 객체의 착오 사례

행위자의 행위객체에 관련한 계획이 어긋나 버려서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객체의 착오에서 행위자가 

행위객체를 명확히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만 한정하여 그 이외의 다른 객체는 

전혀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실행의 착수 이후 현실의 객체가 행위계획과 현저하

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경우이다. 암살자가 정치가를 암살하려고 발포하

Rn.14; Lackner/Kühl, §24 Rn.11; Stratenwerth/Kuhlen, AT I, §11 Rn.80; S/S-Eser, §24 
Rn.9; Ulsenheimer, Grundfragen des Rücktritts vom Versuch, 1976, S.328; Bottk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Methodik und Systematik bei der Lehre vom 
strafbefreienden und strafmildernden Täterverhalten, 1979, S.355f.; Bottke, JZ 1994, 
71; Krey, AT II, Rn.474; Vitt, “Zum Rücktritt vom Versuch der Vergewaltigung bei 
irrtümlicher Annahme der Einwilligung der Verletzten nach Versuchsbeginn”, JR 1994, 
199; Herzberg, “Der Rücktritt durch Aufgaben der weiteren Tatausführung”, FS-Blau, 
1985, S.97, 99.

41) Roxin, AT II, §30 R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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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전에 현실의 객체가 살해를 계획했던 정치가가 아님을 인식하여 그만둔 경

우, 구기용 공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여 손에 넣으려는 순간 나무로 된 둥근 구여

서 실망하여 그 나무구를 절취하지 않은 경우, 경쟁회사의 기 자료를 절취하려

고 금고문을 열었으나 그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정보 기에 그 서류를 

절취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사례에 속하는 것은 행위자가 구

체적인 계획에 강하게 구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계획하지 않았던 객체에 대하여서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의 

속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자의 구체적 계획의 계속적 실행은 불가

능하게 되었다.42) 이때 행위자에게 살인죄나 절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미수에 해당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은 배제되는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실패미수 긍정설

행위객체가 행위자의 고의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패미수를 인정하

자는 견해이다.43) 행위자가 행위객체에 관하여 구체적 계획에 강하게 구속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에서는 현실의 객체는 행위자의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위자

가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이라도 살해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행위객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구성요건적 목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계획한 객체가 존재하는 것이 

행위계획의 기반인 것이다. 구기용 공이나 기 자료를 절취한다는 행위목표의 실

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객체에 대한 (그 자체로는 가능한) 

살해행위를 그만두었다고 하여 그럼으로써 계획한 객체에 대한 살인이나 절도에 

중지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한다.

② 중지미수 긍정설

전형적인 객체의 착오 기수사례에서 현실의 객체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미수사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실패미

수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44) 실패미수가 부정되면 이와 같이 행위자가 구체적

42) 행위자의 계획과의 관계에서 속행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의 판단은 가치평가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43) 독일의 통설이다. Vgl. nur S/S-Eser, §24 R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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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위계획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객체에 대한 행위를 그만

두게 되면 자의성이 긍정되고 살인죄나 절도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그

러나 객체의 착오 기수사례에서는 행위자가 현실사태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본 

미수사례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45) 착오 이후 현실사태를 인식한 행위자는 행위객체가 계획한 객체가 아니

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계획한 객체에 대한 고의는 더 이상 그 대상이 존재하

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착오를 발견한 후 현실의 객체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객체에 대

한 위험을 제거한 것이고 따라서 행위를 포기한 것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46) 그

러나 이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착오를 발견한 시점에는 어느 객체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실의 객체에 대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

이 있다.47)

(3) 행위자의 예상․기대와 현저히 다른 행위객체

1) 행위객체가 재물인 경우

주된 사례는 절도죄와 같은 재산죄에서, 예컨대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괴 혹은 

거액을 절취하려고 하 으나 천원밖에 없어 그것을 절취하지 않은 경우에 절도

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행위객체인 재물이 가치에 있어

서 행위계획과 차이가 있게 된 사례로서, 행위자에게는 행위객체의 일정한 가치

가 중요하 다.

① 자의성 검토설

실패미수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학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자의성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48)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 다수설인 절충설에 의하면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적 동

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중지한 이상 자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절충설에 의하

면 본 사례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매우 크지만― 자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진

44) Feltes, GA 1992, 413.
45) Roxin, AT II, §30 Rn.99.
46) Jäger, Gefährdungsumkehr, S.78.
47) Roxin, AT II, §30 Rn.99.
48) 실패미수라고 하는 견해는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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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여기서 자의성의 판단에 이러한 자율적 중지 이외에 추가로 ‘실행의 불가

능 또는 곤란’이라는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50) 그리하여 범죄의 실행이 가능한 

때에도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범죄를 중단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고 한다.51)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절취하려고 한 재

물이 예상한 바와 달리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절도를 중지한 때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실패미수 긍정설

금괴나 거액에 대한 절도미수는 속행불가능하게 되어 실패미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52) 이 입장에 따르면 행위계획이 일정한 가치의 금액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천원밖에 없었다면 실패미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특별히 구

체화된 계획이 없이 단순히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고를 열었는데 천원밖에 없

음을 발견하고 그 천원을 절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미수가 아니라 자의에 의

한 중지미수가 안정된다. 본 사례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행위객체가 사람인 경우

행위객체가 행위자의 예상과 달리 기대에 모자라는 사례는 그 재물의 가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주로 행

위자가 행위객체가 되는 사람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실패미수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안정될 수 있을 뿐이다. 행위객체인 

사람은 재물의 가치의 경우와 달리 양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성질이나 상태의 차이가 행위자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차이가 

곧바로 행위계획이 실패하 다고 판단할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

다.53) 그러므로 젊은 여성을 살해하려고 의도하 는데 피해자가 늙은 여성임을 

49)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2005, 528면과 같이 예컨대 천원밖에 없는 것을 외부사
정의 변화라고 본다면 자의성이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천원의 절취를 중지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0) 이재상, 형법총론, 376면. 또한 손동권, 형법총론, 416면.
51) 이재상, 형법총론, 376면; 손동권, 형법총론, 416면.
52)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36면;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또한 독일의 통설로서 Vgl. 

nur Roxin, AT II, 102ff.; Bauer, witra 1992, 204; Lackner/Kühl, §24 Rn.11; S/S- 
Eser, §24 Rn.11; SK-Rudolphi, §24 Rn.9; LK-Lilie/Albrecht, 11.Aufl., 2003, §24 
Rn.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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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행위의 속행을 중지한 경우에,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강간하려고 습격하 으나 그다지 아름답거나 젊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면, 실패

미수라고 볼 수 없으며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부녀를 습격하

는 행위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대수준의 부녀를 행위객체

로 계획하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행위계획은 보통은 

단순히 얼굴 모르는 부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실패

한 바 없으며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자의성이 있다면 중지미

수가 인정된다.

행위객체가 사람인데 행위자의 예상과 다른 사례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실

패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의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행위자가 범행

을 단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는 실패미수를 부정하고 중지미수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본 사안에서 행위자는 범행결의시 부녀의 상태에 관하여 

명확히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행위자의 명확한 계획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서 보면, 행위속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행위자는 

강간의 속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패미수는 부정되고, 자의성의 유무에 따라 중

지미수가 판단된다. 본 사안에서 자의성의 판단에는 논란이 많다.54) 그런데 다른 

한편 본 사안에서 실패미수를 긍정하여 중지미수의 성립을 배제하는 견해도 있

다.55) 생리중인 부녀의 상태 때문에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하고 싶은 마음

이 나게 하는 부녀와의― 성행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 다. 즉 행위객체인 

부녀가 성행위에 ‘적합하다’는 점은 행위자의 계획에 암묵적으로 명백하게 구체

화되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성관계하기에 ‘적합한’ 부녀와

의 성행위라는 목표는 달성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행위계획은 실패하 다. 그

러므로 실패미수가 인정되며 중지미수의 성립은 배제된다고 한다.

4. 실패미수론의 인정 ― 자의성판단에 있어서 ‘실행의 불가능성’ 기준

우리나라 형법이론이나 판례에서 실패미수이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53) Roxin, AT II, §30 Rn.106.
54) 자의성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Jäger, Gefährdungsumkehr, S.79, 112; Maurach/Gössel/ 

Zipf, AT II, 41/113. 자의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Jakobs, AT, 2.Aufl., 1991, 26/46.
55) LK-Lilie/Albrecht, §24 Rn.85; Kampermann, Grundkonstellation beim Rücktritt vom 

Versuch, 1992, S.53; S/S-Eser, §24 Rn.11; Roxin, AT II, §30 Rn.107. 또한 독일판례
(BGHSt. 20, 279f.)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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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니하다. 실패미수라는 카테고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극소수설이 

없는 바는 아니나,56) 실패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자의성판단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자의성의 판단은 여러 가지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개별사례에서 그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은 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중에는 이러한 자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설인 자율

적 중지 이외에 ‘실행의 불가능이나 곤란’을 자의성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내

세우고 있는 견해도 있다.57) 그리하여 ① 범죄의 실행 또는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한 때(예컨대 강간에 착수하 으나 심리적 쇼크로 성교가 불가능했을 

때) ② 범죄의 실행이 가능한 때에도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범죄를 중단하는 이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③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 그것으로 인한 불이

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때에는 자의에 의한 중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행의 불가능 혹은 곤란이라는 기준에 속하는 실례로써 들고 있는 

것으로는,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간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만둔 경

우, 간음하기 전에 사정이 되어 강간을 중지한 경우, 절취하려는 예상과 달리 가

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절도를 중지한 경우 등이 있다.58) 또한 강도죄에서 금고문

을 열지 못하여, 상대방의 힘이 너무 세어서 중지하거나, 살인죄에서 장전된 6발

이 모두 빗나가서 그만둔 경우를 들고 있다.59) 중지는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범죄의 완성이 불가능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

기 때문에 중지한 경우로서,6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실패미수라고 

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일부학설은 자의성판단

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일정 사례들을 자의성판단에서 독자적인 

카테고리로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제로는 실패미수라는 개념을 인

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실행불가능 또는 곤란

이라는 기준에, 강간에 착수하 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서 울고 피해자가 

임신중이라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한 판례(대판 1993. 4. 13, 93도347), 피해자가 

56) 박상기, 형법총론, 354면.
57) 이재상, 형법총론, 376면. 같은 취지로는 손동권, 형법총론, 416면.
58) 이재상, 형법총론, 377면. 그러나 본 사례를 실패미수의 예로 들고 있는 견해로는 김
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36면. 

59) 손동권, 형법총론, 416면. 그러나 이를 실패미수의 예로 들고 있는 견해는 하태훈, 전
게논문, 68면.

60) 손동권, 형법총론,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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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간음을 중단한 판례(대판 1992. 

7. 28, 92도917), 범행이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지한 판례(대판 

1986. 1. 21, 85도2339)들도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1) 그렇다면 이러한 판례

사안들은 실제로는 실패미수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

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의성판단과 관련하여 프랑크의 공식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서”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가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원하

지 않아서”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가 된다고 하는 학설이

다. 범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부정된다는 것이

다.62)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경우’에 이를 

중지미수가 부정되는 독자적인 개념유형으로 발전시킨 것이 실패미수인 것이

다.63) 따라서 프랑크의 공식을 취하는 견해도 사실상으로는 실패미수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Ⅲ. 실패미수와 미종료미수의 구별

1. 실패후 속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중지

(1) 실패 + 중지 사례 ― 실행행위를 반복하는 사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기수

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행위자가 인식하여 중단한 경우에 실패미수가 인정

된다. 그러면 실행행위를 하 으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실패로 끝났으나 

행위자가 행위를 계속하면 기수의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사례에서는 실패미수가 되어 중지가 배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인가? 이러한 사안에서 행위자는 지금까지 실행행위가 실

패하 다는 것, 즉 결과발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다하여 실행행위가 

종료되었지만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동일한 태양의 

61) 이재상, 형법총론, 377면. 박상기, 형법총론, 355면은 대판 1986.1.21, 85도2339 판례
사안을 명백히 실패미수라고 한다.

62)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보정), 2005, 357면.
63) Roxin, AT II, §30 Rn.79; Borchert, “Anmerkung zu BGH, Urt. v. 16. 07. 1979”, JA 

1980, 256; S/S-Eser, §24 R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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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예컨대 기본사례1 : 살해하려고 권총으로 연속적으로 4발 발사하여 모두 빗

나갔으나 더 발사한다)를 다시 반복하여 실행하거나, 상이한 태양의 행위(예컨대 

기본사례2 : 살해하려고 4회 칼로 찔 으나 실패하고 목을 조른다)를 계속하여 

기수의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행위속행의 가능성도 인식했지만 그만두는 

경우에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미수가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이 아니라, 미종료

미수와 실패미수의 구별이다.64)65)

상기 기본사례들은 실패후에 행위자가 실행행위의 계속가능성과 기수가능성을 

인식하여 이를 실현하면 결과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태를 잠정적 실패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66) 그러나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가능

하다고 하여 그때까지의 실행행위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태를 종국적 실패라고 볼 수도 있다. 사안을 단지 

잠정적 실패라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후의 행위를 그만둔 부작위에 대해서 

‘계속되는 하나의 실행행위’를 더 이상 행하는 것을 중지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사안을 종국적 실패라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후의 행위를 부작위한 것에 대

해서 단지 ‘새로운 실행행위’의 중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2) 형법 제26조에서 중지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해석

64) Roxin, AT II, §30 Rn.175.
65)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
러나 종료미수는 실행행위가 종료되어 이때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경우(따라서 적극
적 작위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여 중지가 인정될 수 있다)이며, 실패미수는 실
행행위가 실패로 종료되어 이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따라서 중지가 인정될 
수 없다)이다. 즉 종료미수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하여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방지행위에 의하여 이러한 발생가능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종료미수이다. 따라서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개념상 이미 종료미수의 사례가 아닌 것이다. 
본 사례는 마지막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즉 4발의 탄
환이 모두 빗나갔고 따라서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이므로 종료미수와는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굳이 종료미수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실패한 종료미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패한 종료미수는 
실패미수이지 종료미수는 아니다), 실패미수와 미종료미수와 한계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실패미수와 종료미수는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만 같을 뿐이지, 그때 결
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양자는 구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66) Vgl. Murmann, Versuchsunrecht und Rücktritt, 1999, S.44; Kühl, AT, §16 R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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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하여 중지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인가? 형법 제26

조에 의하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해야 한다. 따라서 기

본사례1에서 5번째 탄환을 발사하는 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이전행위와 동일한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즉 5번째 탄환의 발사행위는 이전의 4번 발사한 행위

와 함께 하나의 구성요건실현행위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67) 그러한 경우에 5

번째 발사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것이 된다. 또 기본사례2에서 목 조르는 행위가 이전에 칼로 4회 

찌른 행위와 계속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행위로서 새로운 실행행

위라고 한다면, 목 조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인정되지만 살해

하려고 칼로 4회 찌른 행위에 대하여는 실패한 살인미수가 성립된다. 반면에 전

체사태를 하나의 미수행위라고 본다면 목 조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착수미수단계이고 따라서 그 부작위에 의하여 살인의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2. 학설의 내용 ― 행위의 단일성 (기준 2)

착수미수(미종료미수)와 실행미수(종료미수)는 실행행위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진다. 실패미수 역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물론 이때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면에서는 양자가 구별된다. 

반복되는 실행행위의 사례에서 미종료미수와 실패미수의 구별은 실행행위의 단

일성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

다.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실행행위가 종료된 상황

이라면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종료

미수가 될 것이지만― 상기 기본사례에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

로 실패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행위의 단일성을 판단해야 하

는 기본사례에 대하여도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에 관한 개념들이 또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68)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사례에서 다수의 부

분행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행행위인가 아니면 다수의 서로 독립적인 실행행

위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67) NK-Zaczyk, §24 Rn.10.
68) 이에 관한 지적으로는 Kudlich, JuS 1999,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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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설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실행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전형적인 객관설이다.69) 따라서 최초의 탄환을 발사하여 빗나갔다면 

이때 이미 ‘행위’는 종료미수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종료미수라고 하기 위해

서는 실행행위가 종료하여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작위에 의

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이러한 사례를 종료

미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실패미수이고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결

론이 된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 탄환의 발사는 새로운 미수행

위가 된다는 해석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험한 ‘행위’가 행하여졌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기의 객관설과 달리, 중지시

점에 객관적 결과발생가능성, 즉 결과가 발생할 위험한 상태가 있다면 실행행위

는 종료한 것이고 따라서 적극적인 결과방지조치가 요구되지만, 객관적으로 그러

한 결과발생의 위험이 없다면 행위자는 단순중지의 역에 있다는 견해가 있

다.70) 기본사례에서는 예컨대 탄환은 빗나갔고 따라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서, 아직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미종료미수가 긍정될 것이다. 결국 이 견해

에 따르는 경우에는 중지한 다음 탄환의 발사는 실패로 끝난 이전의 실행행위와 

단일한 행위라고 해석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거의 지지자 없는 극소수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다.

(2) 주관설

1) 행위계획설 ― 특정수단계획시 실패미수인정설

행위계획설은 착수시 행위자의 표상에 근거하여 행위자가 계획한 모든 행위를 

수행했다면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이며, 행위자의 계획이 실행을 계속하도록 되었

었다면 실행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이다. 행위계획설은 행위자의 원

래 계획을 나누어 고찰한다. 행위자의 원래 계획이 단지 ‘특정한 수단’으로만 결

과를 야기하려고 했는데(예컨대 칼로 찌르기), 이 특정수단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실패미수가 되어 중지가 배제된다. 즉 새로운 수단(예컨대 목 조르기)을 사용한

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고 새로운 행위가 된다. 이 새로운 수단으로 행위하는 

69) Treplin, “Der Versuch”, ZStW  76 (1964), 467ff.
70) Borchert/Hellmann, GA 1982, 4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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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부작위한 경우에 이 새로운 행위의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지

나간 이전의 행위의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행위자가 처음부터 특

정한 행위수단에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예컨대 목 조르기)도 계획에 

받아들인 것이 되고, 또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수단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체사태를 하나의 살해행위로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오늘날 더 이상 주장되지 않

고 있다.

행위계획설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범행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에 

넣는 위험한 행위자가 유리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71) 이들은 최초행위의 실패

후 미종료미수가 인정되나, 단지 한 가지 수단만 생각한 행위자는 실패미수가 인

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개별적 행위설 ― 실패미수 인정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야기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각 개별적 행위를 

하면 이미 그 시점에 독자적으로 미수가 종료된다는 견해이다.72) 그리하여 이 개

별적 행위들은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실패로 끝난 독자적인 미수가 되는 것

이며 따라서 더 이상 중지는 배제된다.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

은 단지 우연이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실행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

벌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칼로 찌르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실패한 미수가 된다. 즉 행위자의 계획이나 속행가능성은 기

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최초의 실행행위 실패후 계속적인 행위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아서 실패미수가 인정된다. 이 입장에서는 4회 사격한 행위

와 5회째 사격행위는 하나의 단일한 실행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행위설에서 말하는 결과발생이 가능한 개별적 행위를 행한 경

우에 ―기본사례와 달리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

71) 김성돈, “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고시연구 2004/5, 273면. Vgl. SK-Rudolphi, §24 
Rn.12a; S/S-Eser, §24 Rn.17.

72) Backmann, “Strafbarkeit des vor Tatbeginn zurückgetretenen Tatbeteiligten wegen 
vollendeter Tat?”, JuS 1981, 340f.; Bergmann, “Einzelakts- oder Gesamtbetrachtung 
beim Rücktritt vom Versuch”, ZStW  100 (1988), 351; Freund, AT, 1999, §9 Rn.28ff.; 
Gutmann, Die Freiwilligkeit beim Rücktritt vom Versuch und bei der tätigen Reue, 
1963, S.92ff.; Jakobs, AT, 26/15f.; Ulsenheimer, Grundfragen, S.230ff.; S/S-Eser, §24 
Rn.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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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극적으로 결과를 방지하는 행위에 의하여 중지미수가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26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개별적 행위

설에 의하면 탄환이 빗나간 경우의 행위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망의 가능성

이 있는 부상을 입힌 행위자보다 불리하게 돼버린다.73) 그러나 탄환이 빗나가 결

과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지 않아 적극적 행위를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의 부

작위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 적극적 결과방지행위가 요구되는 경우의 부작위

가 ―양자 모두 결과발생이 가능한 개별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은 전자의 부작위를 적극적인 결과방지행위를 

하는 작위와 동일한 가치의 중지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또한 

개별적 행위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미수의 피해자

가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에 중지하지 않고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는 생각을 행위자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보호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비

판도 있다.74)

3) 전체적 고찰설 ― 중지미수 인정설

① 전체적 고찰설의 내용 ― 시간적․공간적 한계내에서의 속행가능성

개별행위가 실패했더라도 행위자가 ―이전의 실행행위와 시간적․공간적 관련 

하에서― 실행행위를 속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종료미수가 된다고 보는 견해

이다.75) 따라서 한 번 중단하는 것은 그 이후의 행위를 중지한 것이다. 예컨대 

기본사례2에서 목 조르는 행위는 하나의 살해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살인의 미종

료미수이다. 전체적 고찰설에서는 어떠한 살해수단을 원래 계획했는가는 상관없

다. 즉 미수개시시의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실행행위후 중

시행위당시(Rücktrittshorizont)의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즉 중지시점에 

지금까지의 행위에 의해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행행위를 속행하면 결과

73) 오 근, 형법총론, 보정판, 2005, 512면 참조. Vgl. Roxin, AT II, §30 Rn.205.
74) Otto, “Fehlgeschlagener Versuch und Rücktritt”, Jura 1992, 428; Tröndle/Fischer, 

StGB, 52.Aufl., 2004, §24 Rn.13. 
75)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위계획설과 전체적 고찰설을 주관
설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관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내용상 대체로 전체적 고찰설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379면;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 249면; 
박상기, 형법총론, 356면; 이정원, 형법총론, 290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3판, 
2005, 500면; 김성돈, 전게논문,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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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미종료미수가 된다.

그리하여 결과의 발생면에서 살인미수가 수회 실패했어도 곧바로 다시 사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이때 속행가능한 실행행위는 

이전의 실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76) 속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서, 시간적․공간적으로 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속행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실행행위와 이후 계속하려는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 간격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 고찰설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단일성이 결여된다. 예컨

대 마지막 실행행위를 한 후 다른 행위수단을 가지려 범행장소를 떠나갔다 와야 

하는 경우 혹은 다시 얼마 후에 실행하려고 범행장소를 떠나갔다 오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는 새로운 실행행위로서 이제까지 행위의 계속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전체적 고찰설은 이미 실행한 행위와 이후 실행할 행위가 하나의 단일

한 실행행위가 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77) 이후의 행위가 이전의 행위의 계속

으로 따라서 양자를 하나의 실행행위로 만들어주는 ‘ 접한 시간적․장소적 관련

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전체적 고찰설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 실행행위의 행위단일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체로는 일

정한 목표를 향한 수개의 실행행위에 죄수론에서 말하는 자연적 행위동일성

(natürliche Handlungseinheit)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많다.78) 두 행위가 하나의 실

행행위로 묶일 수 있는 것은 평가적인 관점에서 단일성요소들이 분리요소들보다 

우월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판례는 이후의 행위가 ‘단일한 

생활사태’일 것을 요구한다.79)

이러한 전체적 해결설은 최초의 행위수단 실패후 목을 조르거나 권총을 발사

하는 행위자는 사망의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과발생이 가능한 범행을 중단했

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례에서는 중지미수가 인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80) 또한 행위자에게 중지미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피

76) Vgl. Wessels/Beulke, AT, 34.Aufl., 2004, Rn.629; Murmann, Versuchsunrecht, S.47.
77) Vgl. Otto, Jura 1992, 425.
78) Vgl. Lackner/Kühl, §24 Rn.6; Schlüchter, FS-Baumann, S.83f.;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51 II 3.
79) BGHSt. 34, 57.
80) Roxin, AT II, §30 Rn.187; Kühl, AT, §16 Rn.21. 여기에서 개별적 고찰설과의 시각차
이가 나타난다. 형법 제26조에 의하면 단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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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81) 그러나 피해자에

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거나 사망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처만을 입힌 것

은 우연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수단을 강구한 양심없는 행위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82)

② 전체적 고찰설의 제한 ― 수정 전체적 고찰설(행위수단의 현실적 가능성 인식)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 고찰설에 따라 시․공간적 관련 하에서 속행가능한 행

위는 거의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로 4번 찌른 후 행위자가 부작위

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목 조르기, 주먹으로 구타하기, 발로 차기, 자동차로 

어버리기 등등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83) 그러므로 공간적 관련하의 행

위의 속행가능성은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된 속행수

단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중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현실적 

가능성을 인식한’ 속행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속행가능한 행위는 그것

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행위

자가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한 행위가 중지행위를 근거지울 수는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요건은 행위자가 이미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중단한 경우

(예컨대 칼로 찌르다가 실패하고 목 조르기로 나아가 그만둘 때) 혹은 동일한 수

단으로 계속하는 경우(예컨대 권총으로 계속 발사하는 것을 중단한 때)에는 이미 

충족된다. 그러나 독약으로 죽이기 위해 실행착수했으나 실패하 는데 단지 권총

이나 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혹은 목을 조를 수 있었다는 것만으

로84) 중지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칼로 찌르다가 실패하여 그냥 목을 조르

지 않고 중단한 경우(즉 목 조르기로 나아갔다가 이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목 조르기로 나아가지 않았다)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고 규정하여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 제26조는 이후 앞으로의 행위에 장래적으로 고찰의 시각을 던지고 있으며, 개별
적 행위설과 같이 이전의 행위를 회고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81) Roxin, AT II, §30 Rn.188.
82) Vgl. Kühl, AT, §16 Rn.33f.
83)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인이나 행위자가 계속 가능한 행위를 지어낼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Vgl. Ulsenheimer, Grundfragen, S.235; Jäger, Gefährdungsumkehr, 
S.124). 그러나 그러한 조작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Roxin, AT II, 
§30 Rn.198.

84) 살해행위로서 목을 조르는 것은 어떤 행위자이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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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행위수단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만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속

행가능한 행위이지만 행위자가 그것을 속행가능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속행가능한 행위를 지배하여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정적으로 속행가능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고찰

하는 점에서 개별적 행위설의 관점이 조금은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85)

그런데 이전의 실행행위와 행위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만 단일한 실행행위로 인

정된다는 견해가 주장된다.86) 즉 ‘행위수단의 동일성이 있는’ 속행가능성을 요구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총사격 실패후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중지행위가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행위수단이 상이한 경우에도 중지

가 될 수 있지만, 양자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실패미수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87) 그러나 행위자가 행위수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던 경우에 그것으로 

기수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하 다면 이를 실패미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중지행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속행의 가능성여부는 ‘어떠한 수단으로’ 행위를 계속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88)

(3) 절충설

절충설은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

요한 행위가 끝났으면 실행행위가 종료된다는 견해이다.89) 실행행위가 주관과 객

관의 절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90) 그 종료시기도 실행행위의 주관과 객

관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91) 그러나 내용구성에서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한다고만 하여 구체적으

85) Roxin, AT II, §30 Rn.197.
86) Ranft, Jura 1987, 527.
87) 손동권, 형법총론, 419면. 독일에서는 SK-Rudolphi, §24 Rn.14. Vgl. auch Schlüchter, 

FS-Baumann, S.86.
88) 물론 자의성 판단에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9)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43면; 배종대, 형법총론, 531면; 임웅, 형법총론, 361면; 정
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2005, 397면; 오 근, 형법총론, 510면; 이 란, 한국형
법학 총론강의, 개정판, 2003, 406면; 신양균,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고시연구 
1998/5, 69면.

90)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42면 이하.
91) 배종대, 형법총론, 531면; 오 근, 형법총론,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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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92)

그런데 절충설이라고 불리우는 학설은 여러 가지 뉴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① 대표적으로 연속하여 발포하는 사례에서 제1발이 피해자에게 

맞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과방지를 해야 중지미수가 인정되나, 제1발이 빗나가 

피해자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2발의 발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행위자

가 주관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발의 발포를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93) 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이 발생하 을 때에는 종료미수가 되며,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속행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또 

주관적으로 이를 인식했다면― 단지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입장은 결과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행위시점에서 행위의 속

행가능성 및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고려한다고 해석된다(결과발생가능성과 

행위속행의 가능성 및 그 인식 기준설). 따라서 상기 기본사례들은 실행에 착수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실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행위의 속행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미

종료미수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② 행위자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와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의 병

용에 의해서 계속된 행위가 단일행위라면 미종료미수이고, 새로운 범행이면 종료

미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94) 그런데 이 견해에서 고려하는 행위자의 의사가 구

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고려하는 행위

자의 의사가 만약 속행가능성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전체적 

고찰설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상기 기본사례들은 전체적 고찰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패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물론 행위의 단

일성에 대하여는 이미 실행한 행위와 아직 실행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단일행

위인지 서로 다른 행위인지를 구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기준으로 보는가 혹은 객관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95)

92) 박상기, 형법총론, 356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501면; 김성돈, 전게논문, 272면.
93) 이훈동, 전게논문, 227면은 이러한 견해를 절충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94) 배종대, 형법총론, 530면 이하; 오 근, 형법총론,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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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위자의 계획을 고려하여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끝났을 때 실행행위가 

종료된다는 견해도 있다.96) 이러한 입장은 실행의 종료시기를 실행의 착수시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지시점에서

의 행위자의 인식이 아니라 실행행위개시 시점에서의 행위자의 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계획설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시기와 

종료시기는 그 논의실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97)

이와 같이 실행행위의 종료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을 절충하여 

판단한다는 견해는 그 구체적인 절충방법이 모호하여 절충설의 내용자체가 분명

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일부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논자마다 서로 상이하고 대부분 실제로는 주

관설인 전체적 고찰설이나 행위계획설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충설

의 취지와 내용은 결국 주관설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주관설에 포함된다98)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반복적인 수개의 실행행위 사례 ― 대판 1999. 4. 13, 99도640(자원

주점 사건)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피고인 갑은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

속하여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맞지 아니하

자 등산화를 신은 신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

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겁을 먹고 폭력행사를 그만두었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경부 및 흉부자상을 

입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 다.

95) 오 근, 형법총론, 510면.
96) 임웅, 형법총론, 361면; 오 근, 형법총론, 510면.
97) 이훈동, 전게논문, 232면 참조.
98) 손동권, 형법총론,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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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제기

본 판례는 중지미수의 자의성 인정여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여 자의성이 부

정되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자의성을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99) 범죄실현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위자는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피가 나는 것은 칼로 찌르는 살인범행에 필수적으로 수

반되는 상태로 그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외부적 장애가 될 수 없으

며, 오히려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있어 자의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도 있다.100) 물론 본 판례는 자의성을 부정하 기 때문에 착수미수

인가 실행미수인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만약 실행미수의 사안이라면 계속 

위해를 가하는 것을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 체계적․논리적으로는 자의성에 앞서 중지행위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대법원은 본 사안을 착수미수로 보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

면 중지시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하여 더 이상의 살

해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중지로 족하다는 점을 우리 대법원은 확인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본 판결 중에 그러한 점이 특히 논하여지지 않고 있다.101) 

그러나 본 판결은 이러한 논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행위자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수회의 실행행위를 반복하다가 중지하

는데 이를 자의성이 아니라 중지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는 것이다. 즉 본 사

안에서 자의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그것으로 곧바로 행위자 갑에게 중지미수

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사안의 해결

1) 실패미수 여부의 검토 ― 행위수단의 성공적 사용불가능성 혹은 다른 

수단의 결여 인식

먼저 본 사안이 살인의 미수가 실패로 종료된 실패미수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 갑이 피해자의 사망을 이제는 더 이상 야기할 수 

없다고 행위의 속행불가능성을 인식하여 그만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

99) 대표적으로 오 근, 형법총론, 507면.
100) 정현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발표문(2005.4.11.), 6면, 14면.
101) 물론 판례가 지금까지 중지미수와 관련하여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을 문제삼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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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실패한 미수가 된다. 행위자가 마지막 실행행위를 마친 후 이제까지의 행위

로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 같지 않지만 가슴 부위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자 겁

을 먹고 행위자 갑 자신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살해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

식하여 이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경우라면, 이는 실패미수로서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부작위에 의한 중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형법 제26조 중지미수의 혜택

을 받는 중지행위는 행위의 속행이 가능한데 이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실패미수가 인정되는 기준은 행위자 갑이 주관적으로 기수의 결과발생

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는가 여부이다.

살해의 고의로 칼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 폭행을 가하다 

가슴 부위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자 겁을 먹고 폭력행사를 그만둔 본 사안에서, 

행위자 갑이 더 이상의 실행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물론 사실관

계가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그 판단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최초의 1격으로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시 제2, 제3의 공격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그런데 

갑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살해행위를 그만둔 것은, 행

위자 갑으로서는 더 이상 살해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된 

행위수단을 행위자가 미처 생각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살해행위를 속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행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식하는 경우이다. 만약 그렇다면 갑의 살해행위는 

실패로 끝난 미수가 되어 자의성판단 이전에 이미 중지미수가 배제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행위자 갑이 칼로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던 경우라면, 갑의 살인미수는 실패미수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고 따라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여부의 검토

① 객관설

전형적인 객관설에 의하면 갑이 칼로 수회 찌르는 수개의 행위는 객관적인 결

과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종료미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중지행위가 성립되려면 적극적인 결과방지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행위자는 적극적인 결과방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더 이상 칼로 찌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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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는 중지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객관설 중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이 발생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갑이 칼로 수회 찌르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발생

의 가능성이 야기되었다면 실행미수가 되어 결과방지행위가 요구된다.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이 야기되지 않았다면 착수미수로서 부작위에 의한 중지미수가 가

능하다. 본 사안에서 갑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차 가슴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에 피해자 사망의 위험이 발생되었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실행미

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결과방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에 의

한 중지만을 행한 갑은 중지미수가 부정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중지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망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착수미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② 주관설

행위계획설에 의할 때 행위자 갑이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사망할 때까지 행위하려고 계획하 는데 그만둔 경우라면 미종료미수가 된다. 따

라서 갑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중지행위가 인정이 되고, 자의성의 판단이 문제로 

될 것이다.

개별행위설에 의하면 행위자 갑이 행한 개개의 공격행위 자체가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실패미수가 된다. 개별적 행위설에서

는 실행행위 실패후 계속적인 공격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살해의 의사로 갑이 피해자를 칼로 찔 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미수가 되며, 그 이후 칼로 찌르는 행위를 중단하더라도 갑에게 중지미

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위자 갑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발로 차고 하다가 의외로 피가 많이 나오

는 것을 보고 이제는 피해자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겁이 나서 그만

두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지시에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라면 사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전체적 고찰설

에 의하면 종료미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한 갑에게는 중지행위가 결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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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행위자 갑이 마지막 실행행위를 마친 후 이제까지의 행위로는 피해

자가 사망할 것 같지 아니하지만 이후 실행행위를 계속하면 기수의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면 미종료미수가 된다. 그런데 행위자가 마지막 실행행위후 

그때까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미수가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결과불발

생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어쨌든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미수가 성립한다. 행위자는 결과방

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위자는 결

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한 것이고 따라서 그는 이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가 살해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102) 사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살해

행위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③ 절충설

절충설은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과정을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

요한 행위가 끝났으면 실행행위가 종료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객관적 사정이란 

계속되는 행위가 그 이전의 행위와 단일행위인가 새로운 실행행위인가 여부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본 판례에서 행위자 갑의 계속되는 살해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와 하나의 단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미종료미수라는 결론이 된다.

Ⅳ. 목표달성 미수

1. 미종료미수의 특수사례 ― 미필적 고의와 구성요건외적 목표달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지시에 더 이상 실행행위를 속행할 수 없어서 기

수의 결과발생가능성이 없으면 실패미수로서 중지미수가 배제된다. 실행행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아직 실행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발생가능성이 없으면 

미종료미수가 된다. 이러한 미종료미수의 경우에는 속행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는 

102) Heckler, “Beendeter Versuch bei fehlender Vorstellung des Täters über die Folgen 
seines Tuns?”, NJW  1996, 2491; Puppe, “Anmerkung zu BGH, Urt. v. 2. 11. 1994”, 
NStZ 1995, 403; Scheinfeld, “Der strafbefreiende Rücktritt vom Versuch in der 
Fallbearbeitung”, JuS 20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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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하여 중지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러한 미종료미수의 경우에는 부작위

가 있으면 모두 중지가 인정되는가?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본래의 관심사인 구

성요건외적 목표를 달성한 후 더 이상의 행위를 부작위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

가 인정되겠는가 하는 논의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말 잘 듣게 혼내주려는 목적으

로 칼로 찌르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 거나(기본사례1) 혹

은 추적을 그치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사격을 가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 으나(기본사례2) 미수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행위자는 소기

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살해행위를 그만둔 경우이다. 즉 구성요건

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로 나아가 미수에 

그쳤고, 행위자가 살해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

하 지만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실패미수와 달리 이러한 사안에서는 행위의 속행이 가능하지만 행위자가 자신

의 행위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행위의 중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성요건외적 행위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발생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는 행위자는 

그 행위목표가 달성되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행위를 속행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형의 감면을 받을 가치가 있는 중지라고 평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의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의 목적을 추구하

여 실행행위 도중에 중지한 행위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난점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성요건외적인 우선적 목표를 달성한 행위자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구성요건해당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소위 목표달성미수에 

있어서도 단순한 부작위에 의한 중단을 ‘중지’행위라고 인정하여 중지미수의 성

립을 긍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단지 미필적으로 감수하기만 하는 어떤 것을 중지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단지 미필적으로 감수하는 데 불과한 결과를 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실행의 개시가 아닌가?

2. 목표달성 후 부작위에 의한 중지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의 맥락

부작위에 의한 중지를 ‘목표달성 미수의 사안’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행위계획설에 의하면 본 사안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미수는 종료되어 결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으면 중지미수가 인

정될 수 없다. 또 개별적 행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적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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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미수가 된다. 이 개별적 행위의 인정에 관하여는 논자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행위자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목표

를 달성하기에 족한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종료가 인정되고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는 통상 부작위에 의한 중지는 불가능하게 된다.103) 그리고 절충설에 의하

면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

위가 끝났으면 실행행위는 종료된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사망의 미필적 고

의를 가지고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한 행위자 갑에게는 종료미수가 인정된다.

문제는 전체적 고찰설에 입각할 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중지를 부정할 것인

가이다. 전체적 고찰설에 따르면 중지시 행위자가 ‘결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미종료미수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한 실행행위는 종료

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중지미수가 긍정되는 사

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종료미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아

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이

다. ‘기수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아직 다하지 않아서 미종료미수이지만 행위

자가 ‘목표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행하 을 경우―기수결과의 실현을 위한 

행위의 속행가능성은 있으므로 실패미수는 아니다―의 미종료미수에도 부작위에 

의한 중지가 인정되는가, 하고 물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의 다수학설은 행위자의 제1차적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단순한 부작위에 의

한 중지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논증을 시도한다. 즉 중지시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계획에 속하는) 목표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미종료미수의 

인정에 보다 엄격한 한정을 설정하고 있다.104) 그리하여 당초의 행위자의 표상에 

다시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는데, 종래 미종료미수․종료미수라고 하는 정형적 구

103) Vgl. S/S-Eser, §24 Rn.17b; Ranft, Jura 1987, 533; Kampermann, Grundkonstellation, 
S.217f.

104) 원래 전체적 고찰설은 중지시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행위자의 행위계
획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본 사안의 논의에서는 행위계획 가운데에서 ―종래
의 행위계획설은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어느 정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

으므로 차이점은 있지만― 목표달성을 중지제한적 요소로서 특별히 고려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vgl. Roxin, “Anmerkung zu BGH, Beschluß 
v. 19. 5. 1993”, JZ 1993, 896; Puppe, “Anmerkung zu BGH, Beschluß v. 27. 10. 
1992”, JZ 1993, 361; Herzberg, “Beendeter und unbeendeter Versuch”, NJW  1986, 
2467 참조. 그러나 행위계획설에의 복귀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체사태는 
끝난 것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핵심이다(Lackner/Kühl, §24 R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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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구속되지 않고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다는 중지행위의 문언에 입각

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논증들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

혀서 주장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위의 ‘중지’개념 그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부작위는 모두 중지행위가 되고 

자의성만 인정되면 중지미수가 성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중지미

수규정의 법적 근거에 비추어 ‘중지’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

으며 그와 함께 ‘중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05) 

즉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중지’를 행한 행위자만이 형벌감면을 

받는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후의 중단은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만한 ‘중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될 것이다. 혹은 목표달성 후의 행

위는 행위자에게 의미가 없다거나 통상 그만두는 것이 예상되므로, 행위자가 단

념했다고 하여도 이를 합법성에의 귀환이라고 평가되지는 아니한다고 설명된다. 

둘째로 중단 후의 행위를 이전의 행위와 다른 새로운 행위라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종료미수와 실패미수의 일반적 구별에 관해서도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기의 목표달성 후의 행위는 별개의 고의에 의한 

새로운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논증방법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접히 연관되어지고 있다. 셋째로 자의성을 부정하는 방법이

다. 목표달성 후의 중단은 강제적인 외부상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중지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3. 목표달성 후 미종료미수의 중지 가능성

(1) 미종료미수의 중지 부정설

1) 중지행위 부정설

① ‘중지’ 개념의 제한적 해석

행위자가 결과야기를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아직 다하지 않은 

경우에 미종료미수는 성립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와 결부된 소기

의 목표를 달성하여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종료미수의 중지는 

105) 이 두 가지 점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하며, 단지 부작위에 의한 중지
가 배제되기 때문에 ‘중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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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106) 목표를 달성하여 그것에 만족하는 행위자는 굳

이 행위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시도하지 않는 것을 중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107) 그리하여 행위자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를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 규정이 요구하는 행위의 ‘중지’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형벌감면의 가치가 있는 중지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목표가 중지행위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지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실행행위인데,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이에 대한 

고의가 소멸하며 따라서 더 이상 고의가 없는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입장도 있다.108) 즉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부작위에 의한 중지는 불가능하

게 된다. 행위자가 중지를 의욕한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② 행위속행의 무의미 내지 계기결여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중지행위의 성부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에 어떠한 관심도 갖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야기를 위한 행위를 속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중지라고 인

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109) 마찬가지 관점에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면 행

위자에게 그 후의 행위는 의미가 없으므로 중지의 성립이 부정된다는 논거를 들

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견해는 행위의 속행에 대하여 목표달성을 보다 확실히 하

기 위해서 속행한다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종료미수가 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110) 이와 유사한 견해로서 행위자가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미수를 속행할 계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행위의 중지

를 부정하기도 한다.111) 실행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외적 목표를 달성한 후 행위자

106) Puppe, “Zur Unterscheid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beim 
Rücktritt”, NStZ 1986, 18; Puppe, “Anmerkung zu BGH, Urt. v. 20. 09. 1989”, NStZ 
1990, 433.

107) Puppe, JZ 1993, 361.
108) Roxin, JZ 1993, 897.
109) Rudolphi, “Anmerkung zu BGH JZ 1991, 524”, JZ 1991, 527.
110) Bauer,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des Großen Strafsenats des BGH vom 19. 

5. 1993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der Lehre vom strafbefreienden Rücktritt”, NJW  
1993, 2591; Bauer, wistra 1992, 2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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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수결과의 야기를 위한 행위를 단념하는 것은 통상 누구에게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중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중지의사의 결여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여 이제는 이후의 행위에 어떠한 의의도 없는 행위자에

게는 중지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중지가 부정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하여 

행위자가 피해자를 고려하여 이후의 행위를 속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중지의 

성립을 긍정한다.112)

2) 행위단일성 부정설

행위자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

위를 할 이유가 없는 행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실행행위를 중지했다

고 말한다면, 이는 다른 동기에 의한 새로운 행위(즉 추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사격, 죄적인멸을 위해 미수피해자의 살해)를 그만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다.113) 소기의 목적달성을 한 시점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는 완성되며, 살인

의 결과야기를 위한 행위의 속행은 새로운 범죄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즉 이후의 행위가 선행하여 시도된 범죄행위와 자연적인 행위단일성이라는 의미

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114) 따라서 부수적으로 추구된 행위의 목표가 사

망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달성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중지

는 이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새로운 다른 동기에 의한 행위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는 배제된다. 새로운 행위의 포기에는 그 이전에 개시된 미수

범행의 중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자의성 부정설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태

111) Schall, “Zum Rücktritt vom Versuch bei beendigtem Tötungsvorsatz und 
wiederholbarer Ausführungshandlung trotz Zielerreichung”, JuS 1990, 630.

112) Otto, AT, 7.Aufl., 2004, §19 Rn.33; Baumann/Weber/Mitsch, AT, §27 Rn.25; MK- 
Herzberg, 2003, §24 Rn.100ff.; Mayer, “Nochmals: Gesamtbetrachtung und 
Einzelakttheorie beim Rücktritt vom Versuch”, NJW  1988, 2590.

113) Kühl, AT, §16 Rn.38f.; Kindhäuser, AT, §32 Rn.18; Puppe, NStZ 1986, 17.
114) Scheinfeld, JuS 200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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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중단하면, 일단 중지행위에는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요건외적 행위목표를 달성하여 행위자가 원했던 결과를 이미 얻은 

것을 외부상황의 변화로 파악하여 즉 외부적 상황에 의한 강제상태로 보아, 자의

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중지미수의 성립이 부정된다는 입장이 있다.115) 그런데 본 

사안의 자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목표한 법익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위태화되는 법익이 동일하거나 동일선상에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를 기준

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116) 전자의 경우 행위자는 상황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속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하여 보다 자율적인 의사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중지하면 미종료미수의 중지가 인정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래의 행위목표달성 후 행위를 속행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은 

자율적인 중지의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미종료미수의 중지 긍정설

1) ‘중지’개념의 문언해석

구성요건외적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도 단순한 불속행에 의한 중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117)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미수의 종료시점은 행위자가 인

식한 ‘결과’의 발생을 중지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에 의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면 ‘중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법적인 행위의 

요소가 아닌 목표, 즉 구성요건이외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등의 중지의 동기

까지 형법은 고려하지 않는다.118) 즉 중지행위 자체의 동기는 묻지 아니한다는 

115) Maurach/Gössel/Zipf, AT II, 41/73; Beckemper, “Rücktritt vom Versuch trotz 
Zweckerreichung”, JA 2003, 207. Vgl. Bottk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Methodik 
und Systematik, S.526f.

116) Streng, “Rücktritt und dolus eventualis”, JZ 1990, 217f. 본 사안에서 자의성판단을 
구별하여 보는 견해로는 또한 Greeve, Zielerreichung im Eventualversuch und in 
anderen Versuchsformen, 2000, S.244; Jäger, Gefährdungsumkehr, S.114ff.; Jäger, “Das 
Freiwilligkeitsmerkmal beim Rücktritt vom Versuch”, ZStW  112 (2000), 805ff.

117) Gropp, AT, 2.Aufl., 2001, §9 Rn.68ff.; Schroth, “Rücktrittsnorm und 
außertatbestandliche Zweckerreichung”, GA 1997, 151ff.; Tröndle/Fischer, §24 Rn.9; 
Krey, AT II, Rn.486f.; Pahlke, “Rücktritt nach Zielerreichung”, GA 1995, 72ff. 그리고
기본사례1에 대해서만 미종료미수의 중지를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Kühl, AT, §16 
Rn.41; Otto, AT, §19 Rn.25ff., 29; Kudlich, JuS 1999, 355.

118) Kudlich, JuS 199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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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주된 목표달성을 위해 행해진 행위

와 그 후 부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요건해당행위와의 사이에 자연적인 행

위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

라서 미종료미수의 중지가 긍정된다.

2) 이론적 논거와 비판

① 미필적 고의행위자와 의도적 고의행위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본 사안의 행위자에게 중지미수의 가능성을 부

정하면 의도적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행위자가 유리하게 취급된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119)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쳐 기수결과발생

의 위험이 없는 본 사안에서 구성요건외적 목표를 달성하 다고 하여 중지미수

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의도적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을 발생

시키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중지가 인정되는 행위자가 유리하게 취급되어 버린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미필적 고의로 행위한 자를 의도적 고의로 행위한 자와 적어

도 동등한 범죄성을 가지는 것으로 입론하거나,120) 의도적 고의행위자도 목표달

성으로 인해 동기가 바뀌면 이후의 실행행위는 새로운 행위가 되므로 이는 미필

적 고의행위자의 경우와 같다고 지적하기도 한다.121) 혹은 중지미수에 내재하는 

딜레마로 부득이 용인하기도 한다.122) 그리하여 의도적 고의행위자는 목표달성을 

포기하면 그것은 범행결의의 수정 내지 합법성에의 귀환이 인정되지만, 미필적 

고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123)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필적 고의

행위자에 비하여 의도적 고의행위자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더 크고 따라서 

미종료미수의 인정가능성은 더 적다고 생각된다.

119) Pahlke, GA 1993, 72. Vgl. Herzberg, “Gesamtbetrachtung und Einzelakttheorie beim 
Rücktritt vom Versuch”, NJW  1988, 1564.

120) Schall, JuS 1990, 628에 의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위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감수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행위자라고 

한다.
121) Scheinfeld, JuS 2002, 254.
122) Rengier, “Anmerkung zu BGH JZ 1988, 930”, JZ 1988, 931; Puppe, NStZ 1986, 17; 

Puppe, NStZ 1990, 433; NK-Zaczyk, §24 Rn.34; Lackner/Kühl, §24 Rn.12; MK- 
Herzberg, §24 Rn.103.

123) Roxin, AT II, §30 R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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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보호

또한 미종료미수의 중지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

다.124)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행위를 중단하여도 그러한 행위자에게 형의 감

면을 인정함으로써 중지미수를 촉진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게 한다

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피해자보호의 정

확한 한계가 어디인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처음과 다른 새로운 

동기에서 살해할 위험은 작다고 입법자가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형

의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Ⅴ. 결어

이상에서 형법 제26조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중지’의 의미를 실패미수와 목표

달성미수를 소재로 하여 파악해 보려고 시도하여 보았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중

지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26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에서 모

색된 것이다. 실패미수는 행위의 중지의 전제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위속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행위자가 인

식했을 경우에 중지미수의 성립이 배제되는 요소로서 이 개념이 정착되어 사용

되고 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복잡하고, 논자마다 상이한 자의성의 판단에 앞

서서 중지행위의 문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패미수를 어떠한 경우에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

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실패미수 개념의 본질적 핵심은 중지행위를 

논할 때 그 논의의 전제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목표달성 미종료미수의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중지가 형감면의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

의 중지를 제한해석하여 결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중지를 부정하는 방향이 

독일학설의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작위에 의한 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긍정되는가에 있어서는 중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지행위의 요건으

124) Hauf, “Der Große Senat des BGH zum Rücktritt vom Versuch und Überlegungen de 
lege ferenda”, NJW  1991, 1633; Hauf, Rücktritt vom Versuch, 1993, S.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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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중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

위에 관해서는 행위의 단일성이 일정한 기준으로 되고 있다. 목표달성 후의 행위

는 새로운 동기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중단은 종전의 행위의 중지는 아니

라는 평가가 많다.125) 또한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고의도 소멸하며 따라서 

중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다.126) 그리하여 

중지되어야 할 행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중

지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형의 감면을 받을 가치가 있는 중지는 무엇인가를 일반

적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행위의 중지를 부정하는 학설은 행위자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후 행위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중지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역시 행위의 중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실패미수와 목표달성미수는 한계사례

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사안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 일괄하여 중지를 부정

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앞으로 실패미수론의 검

토, 중지행위론의 정립 및 자의성과의 관계의 정리 등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

다. 본고가 이러한 주제에 관한 금후의 논의의 전개를 위한 조그마한 문제제기와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125) Vgl. Rudolphi, JZ 1991, 527.
126) Roxin, AT II, §30 R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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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Voraussetzungen für die Rücktrittsleistung 

in Form der Unterlassung
127)

Prof. Dr. Yong-Sik Lee*

Die koreanische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haben sich bis jetzt mit den 

Voraussetzungen der Rücktrittsleistung in Form des Aufgebens kaum beschäftigt. 

Sie konzentriert sich fast ganz auf die Freiwilligkeit. Es ist ganz kurz nur so 

geschrieben, ein Aufgeben im Sinne der ersten Variante des Art.26 kStGB sei 

beim unbeendeten Versuch möglich und bestehe in einem bloßen Aufhören. Die 

Vorfrage, ob die Anforderungen an die Rücktrittsleistung nicht erfüllt sind und 

sich schon deshalb das Problem der Freiwilligkeit gar nicht mehr stellt, ist nicht 

diskutiert. Im Vergleich dazu scheitert die Strafbefreiung in deutscher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beim fehlgeschlagenen Versuch schon am Fehlen eines 

Rücktritts, nicht an seiner etwaigen Unfreiwilligkeit. Der fehlgeschlagene Versuch 

ist kein Rücktritt und kann schon deshalb nicht zur Straffreiheit führen. Denn der 

Rücktritt ist begrifflich möglich, wenn der Täter den Erfog noch herbeiführen 

kann. Der Dieb kann nicht zurücktreten, wenn er in eine fremde Tasche greift 

und sie leer findet. Der fehlgeschlagene Versuch liegt vor, wenn der Täter die 

Unmöglichkeit der Tatfortführung erkannt hat. Man muss daher den 

fehlgeschlagenen Versuch prüfen, bevor man auf die Freiwilligkeit eingeht.

Der Bereich des fehlgeschlagenen Versuchs erweiert sich in deutscher Literatur, 

wenn der Täter noch eine Möglichkeit zum Weiterhandeln und zur erfolgreichen 

Vollendung der Tat sieht. Es handelt sich um die Fälle, in denen der Täter zwar 

den Fehlschlag seines bisherigen Tuns erkennt, aber zugleich die Möglichkeit 

sieht, durch weitere Akte den Angriff zu wiederholen oder fortzusetzen. In Korea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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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dieses Problem bei der Abgrenzung von unbeendeten und beendetem Versuch 

erörtert. Hier geht es aber um die Abgrenzung von fehlgeschlagenem und 

unbeendetem Versuch. Wenn man das Gesamtgeschehen als einen einheitlichen 

Versuch betrachtet, der noch unbeendet ist, kann der Täter zurücktreten. Dieser 

entscheidende Punkt ist in Korea leider nicht herausgearbeitet. Hierfür ausgeführt 

sind nur die Abgrenzungskriterien zwische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die in drei Auffassungen der objektiven, subjektiven und vermittelnden Theorie 

geteilt sind. Unter der subjektiven versteht man in Korea die deutsche 

Tatplantheorie, Einzelakttheorie und Gesamtbetrachtungslehre. Man muss daher 

hier die Einheitlichkeit des Aufgebens mit bisherigen Tatausführungen.

Beim zielerreichenden Versuch hat der Täter sein Ziel bereits mit einem 

Versuch erreicht und sieht deshalb von der ihm an sich möglichen Vollendung 

ab. Die überwiegende Auffassung in Deutschland lehnt mit unterschiedlichen 

Begründungen einen Rücktritt ab. Diese Ablehnung beruht meist auf dem 

Aufgeben, teils auf die Unfreiwilligkeit.

Im bezug auf die Voraussetzungen der Rücktrittsleistung in Erscheinungsform 

der bloßen Unterlassung kommt die vorliegende Abhandlung zur Schlußfolgerung, 

dass man in Korea die logisch vorrangige Frage des fehlgeschlagenen Versuchs 

erörtern wie in Deutschland, ob ein Rücktritt überhaupt möglich ist. Das 

Aufgeben der weiteren Tatausführung muss dann als Einheit mit bisherigem Tun 

gewertet werden. Diese Prüfungen sind nach vorne zu ziehen, bevor man das 

heikle Freiwilligkeitserfordernis prü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