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법학석사학위논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윤 영 석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용식

이 논문을 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윤 영 석

윤영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한 인 섭 ..(인)

부 위 원 장 .조 .국 ..(인)

위 원 .이 .용 식 ..(인)



- i -

[국문 초록]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일종으로 외관상 범죄에 해당됨

에도 불구하고 범죄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의 불법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선행행위가 처벌됨으로 인해 후행

행위도 동시에 처벌받게 되고, 후행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후행행위를 다시 처벌하게 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후행행위

의 불법이 선행행위의 불법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후행행위는 가벌

적이다. 즉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의 불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하여

져서는 안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면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므로 실체법상 불가벌이다.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존재가

주행위에 대한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은 있다.

판례는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절도죄 등 주로 재산죄와 관련하

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하여 적시하였다. 그 밖에 재산죄 이외에

살인죄나 간첩죄에서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

는 듯 한 판시도 존재한다. 또한 수사와 공판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은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검사의 공소장 작

성, 공소시효 도과, 상소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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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은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이중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가벌적인 행위를 형사책임을 면

제시키는 이론이므로 실질적인 정의를 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

서 어떤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법익의 보호에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불가

벌적 사후행위인지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법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조경합, 법익, 이중처벌, 절도, 사기

학번 : 2011-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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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선행하는 범죄행위가 존재하고 그 선행 범죄행위와 전형적으로

연관되는 후행행위가 존재할 때, 후행행위가 외관상으로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처벌받지 아니하는 후행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예시로 절도범이 타인 소유의 책을 절취한

이후에 그 책을 찢어서 파손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그 재물이 절도범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취한 책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절도범이 책을 찢어 파손하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일단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설은 일반적으로 위 사례에서 절도범에게는 별도의 손

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후행 손괴죄가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

형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일련의 사례군

에 대하여 요건과 그 효과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불가

벌적 사후행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그 요건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이는 법논리적인 견지를 넘어서서 형사정책적

1) 권오걸, 형법총론(제2판), 형설출판사, 2007, 638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

11판), 박영사, 2006, 682면;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486면;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09, 691면;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88면

(이하 이재상, 총론);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5판), 삼영사, 2011, 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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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볼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여

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범위를 확대할수록

외관상 범죄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

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

립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

여 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확장 또는 축소하고 있고

특히 당사자들 사이의 공평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처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불가벌적 사후

행위의 성질과 성립요건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이론이 실제 적용

되는 모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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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문의 개관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논문의 목적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이론을 탐구하고 나

아가 그러한 이론이 실제 재판과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봄

으로써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종래 학설들을 수집하여 그 동안

의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기존 형법 체계에

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지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오로지 법논리적 해석에 의하여서만 인정되

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

익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고, 어느 경

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현실 영역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이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또는 재판이라

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판결의 예시인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알아보기

로 한다.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이 실제 수사-기소-공판이라는

형사재판실무에서 어떠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 예상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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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의 결론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제 2 절 본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장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일반이론에 대하여 논하

기로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정의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

에 대한 학설의 종류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는 개념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요건은 크게 나누어 주행위에 대한 요건

과 사후행위에 대한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요건의 해석에 대하

여는 학설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되려면 선행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학설의 선명한 대립이 있다.

제5장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법률상 효

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공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실체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죄(주행위)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지 본다.

제6장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모습

에 관하여 죄의 유형별로 나누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판례는 재산죄의 영역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다루고 있다. 사기

죄·배임죄·횡령죄 등 재산죄와 그 외에 살인죄·간첩죄에 대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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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7장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되

는 경우 법관·검사의 처분을 중심으로 한 소송법상 쟁점들을 다루기

로 한다. 법관이나 검사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존재를 간과한 경우

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

한 핵심적인 해석 기준으로서 ‘법익’ 개념을 제시한다.

제 3 절 용어의 사용

Ⅰ. 선행하는 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그 재물을 파손한 사안에서

보통 후자의 파손행위는 전자의 절취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후자의 파손행위(손괴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규

정한다고 할 때, 이를 흡수하는 절취행위(절도죄)를 개념짓는 용어

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선행행위’, ‘선행 범죄행위’, ‘주된 행위’, ‘주된

범죄행위’, ‘주행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통일된 용어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의 규명도 하나의

흥미로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논문에서는 그에 대

한 집중적인 고찰은 일단 유보하고 위와 같은 학설상의 여러 용어

들을 병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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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벌인 것이

아니고 다만 주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함께 처벌받는 것이므로 ‘공벌

(共罰)적 사후행위’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 이러한 용어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본질적으로(원시적으로) 불가벌인지 가벌인

지와 관련이 있다.3)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자체는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법적 평가에 있어서 주행위에 종속된다는 점

에서 공벌적 사후행위라는 용어는 상당히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벌적 사후행위’라는 용어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용어를 대체할 정도로 널리 수용되고 있지는 아니한 현실을 감안하

여 본 논문에서는 일단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널리 통용되는 용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Ⅲ. 행위개념

형법상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

2) 김창종,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 재판자료 제50집, 법원행정처, 1990, 222면; 西田

典之, 『刑法総論 (第2版)』, 弘文堂, 2010, 416면. 

3) 김대웅,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18), 박영사, 2010,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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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행위론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의 논의에서 ‘행위’는 인간

의 내면 심리와 사회적인 소여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내 다수설인 주관적·사회적 행위론4)에 의한 행

위개념을 전제하기로 한다.

4) 이재상, 총론,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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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반론

제 1 절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문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하여 완전히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기 어렵

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사후행위가 선행행위로

인해 이미 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평가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함

으로써 평가의 측면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규명하고 있다.5) 앞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요구되

지 않는 경우”라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6)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범죄상황을 “단지 이용하거나 확실하게

하는 행위”7)라거나, 선행행위로 획득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

는 행위라고도 설명된다.8) 결국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자체가 엄

밀하게 보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선행행

위에 대한 평가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5) 권오걸, 전게서, 638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692면;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638면; 신동운, 형법

총론(제7판), 법문사, 2013, 737면(이하 신동운, 총론); 이재상, 총론, 525면. 정성근·박

광민, 전게서, 627면.   

6)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700면. 

7)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8면. 

8) 권오걸, 전게서, 638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배종대, 형법총론(제11판), 홍문

사, 2013, 760면; 진계호·이존걸, 형법총론(제8판), 대왕사, 2007,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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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핵심은 그 존재와 처리방식이 선행행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선행행위가 없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

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선행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 2 절 법적 성격

Ⅰ. 국외의 학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국외의 학설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일신적으로 귀속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보아 사전행

위와 독립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9), 사후행위도 독립적인 범

죄로서 성립하는 것이지만 주된 사전행위에 흡수되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견해10),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사전행위와 법조경합 관계

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전행위가 상태범인 경우에는 그 구성

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11) 등이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동일한 행위자에 의한 수 개의 행위이므로,

주행위로 처벌받았다 하여 사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조각시키는

9) Maurach/Gössel/Zipf,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Teilband, 7 Aufl., 1989, S. 

337.

10) 木村光江, 『刑法 (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010, 204면; 曽根威彦, 『刑法総論 (第4

版)』, 弘文堂, 2008, 280면. 

11)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新版第3版)』, 成文堂 , 2009, 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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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12)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적 처벌조

각사유로 보는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포괄일죄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동일한 행위 내지 법익침

해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

요건적 행위 사이에서도 성립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포괄일죄

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13) 한편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주로 상태범

의 경우에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나 상태범과 즉시범·계속범을 분명

하게 나누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태범에 해당하는 범죄의 태양도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상태범의 사후행위는 항상 불가벌적 사후행

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14)

Ⅱ. 국내의 학설

1.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고

본다. 국내의 통설이다.15)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12) 임웅,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전행위, 수반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이하 임웅, 논문), 282면.  

13) 이승준, “배임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3

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 13면. 

14) 신경균,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회과학연구 1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196면. 

15) 권오걸, 전게서, 636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3면; 배종대, 전게서, 760면; 손동권·

김재윤, 전게서, 638면; 오영근, 전게서, 691면;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개정판), 형설

출판사, 2010, 530면; 이재상, 총론, 525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8면. 박상기, 전게

서, 486면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법조경합으로 보면서도 ‘부진정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는 ‘부진정 실체적 경합’과는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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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16) 실질적인 경합이 아닌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경합

이라는 의미에서 법조경합을 외관상 경합 또는 부진정 경합이라고

하기도 한다.17)

법조경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그에 대해 수 개의 법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법조문은 하나이다. 결국 법조경

합은 외관상으로만 수죄이고 실제로는 일죄이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 개

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

다.18) 그러나 법조경합은 외견상 법조의 경합을 문제삼는 것이고, 1

개의 ‘행위’에 수 개의 법이 적용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

다. 즉 법조경합은 행위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외관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이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범죄 자체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만 경합이 발생하

는 것이다.19)20)

법조경합의 종류로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그리고 택일관

계가 논의된다.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는 특히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및 보충관계와 일견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하다고 보인다.21)

16) 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553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78면; 박상기, 전

게서, 483면; 배종대, 전게서, 758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4면; 이영란, 전게서, 

528면; 이재상, 총론, 521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19면.

17) 김신규, 전게서, 553면; 이재상, 총론, 522면.  

18)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제2보정판), 법문사, 2009, 556-557면(이하 임웅, 총론). 

19) 이승준, 전게논문, 12-13면. 

20)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73면은 이를 “법기술적인 경합”이라고 한다. 

21) 법조경합 중 택일관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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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추가적인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관계이다. 특

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

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22)

특별관계의 예시로는 형법23)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와 동조

제2항의 존속살인죄가 있다. 여기서 후자는 전자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일 것을 구성요

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서로 특별관계에 있는 구성요건들이 있으면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구성요건(위 예시에서 보통살인죄)은 적용되

지 아니하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구성요건(위 예시에서 존속살인

죄)만이 적용된다.24)

보충관계는 하나의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없는 경

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기본법이 적

용될 경우 보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관계에는 명시적 보충관

계와 묵시적 보충관계가 있다고 설명된다.

명시적 보충관계의 예시로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여적죄(동법

제93조), 모병이적죄(동법 제94조)에 대한 일반이적죄(동법 제99조)

가 있다.25) 일반이적죄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등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보충법이다.

묵시적 보충관계에는 이른바 경과범죄와 가벼운 침해방법이 있다.

범죄를 실현하여 가는 단계에서 시간적으로 앞선 범죄는 후속단계

22) 대법원 2003. 4. 8. 2002도6033; 권오걸, 전게서, 635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1

면. 

23) 법률 제11731호(2013. 6. 19. 시행). 이하 이 논문에서 같다. 

24) 신동운, 총론, 737면.  

25) 배종대, 전게서, 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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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현됨으로 인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시간적으로 앞선 단계의 범죄를 경과범죄라 한다. 예비죄와 미수

죄의 관계에서의 예비죄, 미수죄와 기수죄의 관계에서의 미수죄는

각각 보충관계에 있다.26)

한편, 같은 범죄에 있어서 같은 행위자에게 수 개의 참가형태가

인정되는 경우(특히 공범이 문제되는 경우) 가벼운 참가형태는 중한

참가형태에 대해 보충법의 관계에 있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가 문

제되는 사안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종범이 성립될 수 없다.

즉, 종범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종범은 공동정범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다.27)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는 흡수법의 구성요건이 피흡수법의 구성요

건을 모두 온전하게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관계와 구

분되고, 동일한 범죄의 실현단계와 실현형태 또는 유사한 범죄군 사

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범죄행위가 전형적

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충관계와 구분된다.28)

즉 흡수관계는 형법상 서로 전혀 다른 구성요건들 사이에서 문제될

수 있고, 논리적 관련성보다는 “형사정책적 관련성의 문제”라는 점

에서 보충관계와 다르다.29)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로 보는 견해에 따르

면 결국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엄밀한 논리필연적 관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일반적·경험칙적 연관성에서 인정되

는 형사정책적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6) 오영근, 전게서, 696면. 

27) 오영근, 같은 곳. 

28)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이재상, 총론, 523-524면. 

29) 성낙현, 전게서, 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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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도 있다. 이 견해는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가 아니면서 하나의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흡수관계로 부른다고 하면서도, 보충관계가 아니면

서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흡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

여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독자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이를 법조경

합 중 보충관계의 별칭으로 이해하고 있다.30)

3. 부진정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둘 이상의 구성요건에 해당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행위가 존재하면 이미 법조

경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행위

이외에 사후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

조경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주행위와 사후행위 사이에 ‘부진정 실

체적 경합’에 유사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31)

4. 검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

은 보충관계와 흡수관계의 구별을 부정하고 흡수관계는 보충관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

30) 김성천, 형법, 소진, 2009, 456면. 

31) 임웅, 총론, 5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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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자는 개념상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벌적 사후행

위를 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후행위가 주행위에 포함되어 단

일한 법익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이지, 실정법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서 주행위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32)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부진정 실체적 경합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법조경합 자체가 1개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경합은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외관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1개의 범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위의 개수 자체가 법조경합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설명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33) 이 견해에 의한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

법·유책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미 주행위에 종속·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

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사전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

점에서 이미 그에 따르는 전형적인 사후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본

다.

결론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사전행위

와 사후행위가 사전행위로 포괄됨으로써 단일한 평가를 받게 된

다.34) 그렇다면 사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전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32)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8면. 

33)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 Aufl., 1996, S. 

736; Wessels/Beulke.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5 Aufl., 2005. S. 311.

34) 이재상, 총론,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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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행위도 함께 처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평가금지원칙의 위반이 된

다.35)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행위는 주행위

의 침해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견

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주행위의 침해정도 내에 사후행위로 인한

침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후행위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이중평가

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36)

그러나 만일 사후행위가 주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를 초과한

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사후행위를 불가벌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

제 3 절 구별개념

Ⅰ. 불가벌적 사전행위

범죄실현단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앞 단계에 성립된 범죄는 이

후에 중한 동종범죄가 성립되면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한다.37) 이 때

앞 단계의 범죄를 경과범죄 또는 불가벌적 사전행위라 한다.38)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통상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35)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3면; 김창종, 전게논문, 221-222면.

36) 임웅, 논문, 283면.

37) 배종대, 전게서, 759면.  

38)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6면; 이재상, 총론, 5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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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39)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묵시적 보

충관계의 일종이다.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예비-미수-기수의 범죄실현단계에서 전형적

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강도죄에 있어서 강도예비죄는 강도미수죄가

성립하면 따로 처벌되지 않는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한다. 마찬

가지로 강도미수죄는 강도죄(기수범)가 성립하면 불가벌적 사전행위

로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범죄실현이

하나의 범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경과범죄는 다음 단계의

행위보다 중대한 불법내용을 가져서는 안 된다.40) 이러한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Ⅱ.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행위자가 특정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과

정에서 ‘필연적·논리적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것

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를 실현시키게 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다. 이 때 그 다른 범죄가 주된 범죄에 비하여 극히 경미

하다면 행위자는 주된 범죄로만 처벌된다.41) 예컨대 칼로 사람을 찔

러 살해(살인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파손(손괴죄)되는 경

39) 김신규, 전게서, 555면; 박상기, 전게서, 486면; 배종대, 전게서, 759면; 오영근, 전게

서, 696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3-624면. 

40) 이재상, 총론, 524면.  

41) 이재상, 총론, 525-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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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살인죄에 비해 경미한 손괴죄가 따로 성

립하지는 않는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2) 다만 사후행위

가 주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발생한 것임에 반해 수반행위는 처

벌되는 주된 범죄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동시’는 자연법칙상 엄밀한 의미의 동시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동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행위라면 수

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타인에 대

한 폭행행위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폭행행위가 업무방해

죄에 비해 극히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러한 폭행행위

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

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43)고 한 사례가 있다. 이 판례는 불

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용어를 직접 적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박행위는 상해와 동일 범의하에서 이루어진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본 판례44)가 있는데

이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수반행위 자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범죄이

42) 권오걸, 전게서, 636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성낙현, 전게서, 691면; 오영근, 

전게서, 689면.   

43) 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다만 이 판례에서는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불가벌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44) 대법원 1976. 12. 14. 76도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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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상상적 경합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수반행위가 불가벌이 되려면 주된 행위에 비해 침해의 질과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45) 수반행위 자체가 주된 범죄행위에 포섭

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고유한 불법내용을 가질 경우에는 상상적 경

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6)

수반행위가 흡수하는 법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때에는 상상적 경

합을 인정하여 무거운 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47) 형

량의 경중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

고, 전체적인 불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반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형법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과형상으로만 일죄로서 다

루어진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법조경합과 구별된다.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에 해당할 이론상의 가능성

이 존재하나, 그 범죄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일죄만 성립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법조경합은 실체적으로도 일죄라는 점에서 실

체적으로 수죄이지만 과형상으로만 일죄로 다루어지는 상상적 경합

45)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46) 성낙현, 전게서, 692면; 이재상, 총론, 525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6면.   

47) 박상기, 전게서,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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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다.

판례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

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

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8)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 이외의 나머지 죄는 따로 처벌대상

이 되지 않는다는 효과의 측면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에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일단 범죄로서 성립

되기는 하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만 일죄로 취급되는 반면, 불가벌

적 사후행위는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의해 비록 그 행위가 이론상으

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범죄로서 성

립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수 개의 범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고,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처단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상상

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의 법정형 가운데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에 의하여야 하고,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는 경

우에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49)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주된 사전

행위의 처단형50)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과 차이가 있다.

48) 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49) 대법원 2008. 12. 24. 2008도9169,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

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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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괄일죄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으로 평

가되어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51)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

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단순일죄와

는 차이가 있다.52) 포괄일죄는 각각의 행위들이 결합하여 일체로 평

가되는 것이고 어느 행위가 다른 행위에 종속되거나 흡수되어 평가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구별된다.

Ⅴ.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은 수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 개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53) 그러나 수

개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 개의 행위가 법조경합 또는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할 수 없고, 수 개의

행위가 실체적으로 수죄에 해당하여야 한다.54)

실체적 경합은 수 개의 행위가 실체적·소송법적으로 수 개의 죄에

50)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존재가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는가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51) 임웅, 총론, 561면.  

52) 신동운, 총론, 729면. 

53) 이재상, 총론, 547면.  

54) 이재상,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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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실체적·소송법적으로 1개의 죄만이 성립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다르다.

이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미 ‘2개 이상의 행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이므로 법조경합(흡수관계)으로 볼 수 없고, 부진정 실체적 경합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은 전술하였다.55)

Ⅵ. 계속범

계속범은 체포·감금죄 또는 주거침입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56) 실행행위에

의하여 어떤 법익침해가 야기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며, 그 상태가 제거됨으로서 범죄가 종료된다. 즉 계속범은

위법상태의 야기와 유지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57)

계속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행위 및 그로 인해 야기된 법익침

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법익침해기간 동안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점에

서 사후행위가 이론상으로는 독자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위

와 독립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구별된다.

55) 임웅, 총론, 553면. 한편 박상기, 전게서, 484면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진정 실체적 

경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법조경합이라고 하며, 이는 결국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법조경합

이라는 다수설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6) 이재상, 총론, 73면. 

57) 배종대, 전게서, 7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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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립요건

제 1 절 주행위와 관련된 요건

Ⅰ. 주행위의 존재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본다면 그 사후행위

는 주행위에 흡수됨으로써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사후행위를 흡수하는 주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Ⅱ. 주행위의 범죄성립단계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를 때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

지 않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책임이 조각된다

면 그 행위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주행위가 완전한 범죄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 주행위에 대하여

는 범죄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사후행위를 다시

범죄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중평가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

는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전제가 되는 주행위는 구성요건

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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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행위의 기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여

야 함은 큰 의문이 없다. 다만 그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무방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예컨대 절도범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가 미수에 그친 다음 계속하여 그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과연 후자

의 손괴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다. 즉 주행위는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58)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실제 법익침해상태가 발생하였기 때문

이 아니라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의 표출 및 법질서에 대한 신뢰

의 파괴에 있는 것이므로59), 주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익침

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행위가 미수범인 경우에는 사후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이

중평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 성립하려면 주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인다.60)

Ⅳ. 주행위의 종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주행위는 재산죄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61) 반드시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62) 재산범이 아

58)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를 전제로 한다.  

59) 미수범의 처벌 근거에 대한 절충설의 입장이다(이재상, 총론, 361).  

60)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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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하더라도 주행위와 사후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 의한 이중

평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중에는 재산범이 아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에 관하여, 또한

간첩죄의 여러 구성요건들 사이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듯 한 판시가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사후의 행위를 주행위에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고 경험칙 또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에 대하여는 구

체적 사례마다 학설 및 판례의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Ⅴ. 주행위의 처벌여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처벌하려면 처벌

조건 내지 소송조건도 갖추어져야 한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를 처

벌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고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고소가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려면 주행위는 이러한 처벌조건 내지

소송조건까지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문제된다. 주행위가 처벌받지 않았다면 그 주행위에 대해 형법적

인 평가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

다면 사후행위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이중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

61) 권오걸, 전게서, 640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62) 김신규, 전게서, 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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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다수설은 주된 범죄가 소송조건의 흠결이나 소송장애가 있는 경

우, 예컨대 공소시효의 완성이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미비 등

소송법상 사유로 인해 행위자를 주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행위도 불가벌이지만, 주된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

나 행위자의 책임무능력 등 실체법상 요건의 흠결 때문에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63) 한편

주행위가 공소시효의 완성 등 소송조건의 결여로 처벌되지 않는 경

우 사후행위가 불가벌이고, 주행위에 정당화사유나 면책사유가 존재

하여 주행위가 불가벌인 경우 사후행위가 가벌이라는 견해도 있

다.64) 이 견해는 대체로 위 견해와 같으나 주행위에 면책사유가 존

재하는 경우 이외에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정당화사유’가 성

립하여 주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위 두 견해는 실체법상 이유로 인해 주행위

를 벌할 수 없다면 사후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소송법상 이유로

인해 주행위를 벌할 수 없다면 사후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65)

이와 달리 주행위에 대해 범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라

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66)

이 견해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손괴한 사례에서, 절취사실에

63) 권오걸, 전게서, 641면; 박상기, 전게서, 494면; 배종대, 전게서, 761면; 이재상, 총론, 

527-528면; 진계호·이존걸, 전게서, 655면. 처벌될 수 없는 주행위의 법정형이 사후행위

의 법정형보다 경한 경우에는 사후행위의 처벌은 경한 주행위의 처벌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정원, 전게서, 474면). 

64) 진계호·이존걸, 전게서, 655면. 

65) 같은 취지 : 송선헌, “불가벌적 사후행위”, 군사법논문집 제8호, 공군본부법무감실, 

1989, 201면. 

66) 오영근, 전게서, 6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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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손괴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한다.67)

명문의 규정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일반

인의 법감정에도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려면 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실제 유죄판결 선고의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8)

주행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적으로 주된 범죄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범

죄로서 증명되지 아니한 선행행위가 있고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의 영역에서 이

선행행위는 의미가 없으며, 애초부터 사후행위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형사 실체법 영역에서 이미 사전행위

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법상

의 사실(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

이미 실체법적으로 범죄가 아니게 된 사후행위가 이후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사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다시 범죄를 구성

하게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69)

결론적으로 주행위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주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사전행위가

67) 오영근, 같은 곳. 그런데 이 견해는 절취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무죄라고 하더라도 사

후행위를 불가벌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68) 김덕곤, “배임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소고”, 북부검찰실무연구 검사연구논문집 

제2집,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123면; 황정인, “죄수판단의 기준과 불가벌적 사후행

위의 판별”,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7면.  

69) 김창종, 전게논문,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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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벌인 경우에는 사후행위를 별도

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실무상 소송조건의 흠결에 관한 판단은 실체에 관한 판단

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판결주문과 관련하여 공소기각판결 및

면소판결사유와 실체판결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공소기각·면소판결을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70)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그 물건을 손괴하였

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공판 과정에서 절

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임이 밝혀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

었던 경우71)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

어야 한다. 이 때 실제로 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은 이

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검사가

피고인을 사후행위인 손괴죄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만약 절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었다면 사후행위인 손괴죄

는 그 절도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손

괴죄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70)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2010, 95면, 105면. 

7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

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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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절도죄에 대한 실체적인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단 사후행위가 흡수될 주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후행

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행위인 절도죄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실체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괴죄에 대한 기소가 추가로 이

루어지더라도 선행하는 절도행위가 실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되

어 후행행위인 손괴행위가 선행 절도행위에 흡수되는지 판단하기

곤란해진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법원은 검사가 추가 기소한

손괴죄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외에 주행위인 절도죄에 대하여도 실

체적인 심리를 하여 절도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72) 주행위인 절도죄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후행위

인 손괴죄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주행

위인 절도죄 자체는 실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오로지 소송법

상의 문제로 인해 선행행위가 처벌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후행행위

인 손괴죄를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에

사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가 나타난다. 이 때에도 사후행위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주행위

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만약 주행위에 대

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주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

고할 수 있었는지(주행위인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사전적

인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72) 실제로 손괴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 측이 손괴죄가 절도죄

에 흡수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수단으로써 절도죄의 성립을 입증하

려는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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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후행위와 관련된 요건

Ⅰ. 사후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

사후행위는 그 자체가 일단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후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고 위법·유책하여야 한다.73) 이러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할 필

요 없이 불가벌이다. 이때는 처음부터 이중평가의 위험 자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행위와 달리 사후행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우

리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74)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

기 때문이다.

Ⅱ. 주행위의 법익침해와의 동일성

선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사후행위를 불가벌로 판단할

73) 김창종, 전게논문, 221면.  

74)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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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사후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기준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

다.

이에 관한 외국의 학설75)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하고 있는

위법상태 범위에서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위법

상태설, 주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손해

가 존재할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별죄를 구

성한다고 하여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발생설이 있으나, 국내의

통설은 주된 행위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이외의 새로운 법익

을 침해하는 위법한 상태를 발생하였다면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 법익침해설을 취하고 있다.76)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이중평가금지원칙에 기반한다고 할 때 그

평가의 대상은 형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이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법익침해설이 타당하다.

법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범죄구성요건마다 다르므로 어떠

한 사후행위가 불가벌인지 가벌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후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원래

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주행위와 사후행위의

행위객체가 다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익침해를 구성한다

75) 국외 학설의 소개는 정성근, 전게논문, 106면.   

76) 권오걸, 전게서, 638면; 김성돈, 전게서, 700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김성천, 

전게서, 557면; 이영란, 전게서, 531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8면, 진계호·이존걸, 

전게서, 655면. 한편 일체의 사후행위에는 신법익의 침해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익침해를 기준으로 하는 통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차용석, “장물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고시연구 제8권 제1호, 고시연

구사, 1981, 93면). 그러나 이 견해도 법익침해를 기준으로 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다수설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불가벌

적 사후행위의 성립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견해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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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77)

Ⅲ. 주행위의 행위주체와의 동일성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행위와 사후행위의 행위주체가 동일인일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 즉 사후행위는 주행위(선행행위)의 행위자

또는 공범자에 의한 행위이어야 한다. 행위주체가 다르다면 이미 하

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평가금지원칙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절

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절도범 아닌 제3자가 손괴한 경우에 그 제3

자에게는 손괴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주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경우에는 공동정범 각자가 정범이

므로 각각의 행위주체를 ‘주행위의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음은 별다

른 의문이 없다. 주행위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 간접정범도 주행

위로 인하여 하나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

므로 공동정범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행위로서 절

취행위(절도죄)가 존재하고 그 절도죄의 방조범이 도품을 손괴하였

다 하더라도 그 손괴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것이다.78)

77) 권오걸, 전게서, 638면; 김신규, 전게서, 557-558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배

종대, 전게서, 761면; 성낙현, 전게서, 692-693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9면; 오영

근, 전게서, 692면; 이영란, 전게서, 531면; 이정원, 형법총론, 신론사, 2012, 473-474

면; 임웅, 총론, 553면; 진계호·이존걸, 전게서, 655면. 이에 대하여, 행위객체가 다르더

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다만 

행위객체의 상위는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견

해가 있다(김창종, 전게논문, 225-226면).     

78) 같은 취지: 배종대, 전게서, 7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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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간적 선후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발생하여야 한

다. 이러한 해석이 ‘사후’행위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된다.79) 불가벌

적 사후행위의 전제가 되는 주된 범죄, 즉 ‘먼저 발생한 범죄’가 사

후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80)

Ⅴ. 법정형의 경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주행위의 법정형이 사후행

위보다 중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중평가금지원칙을 일관한다면

사후행위의 법정형이 주행위보다 중하다고 하더라도 주행위의 평가

범위에 사후행위가 포함되기만 하면 사후행위는 불가벌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

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행위는 단순한 절도행위81)이고 사후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손괴행위82)인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한 손

79) 이승준, 전게논문, 13면.  

80) 이승준, 같은 곳.  

81)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06.6.25] [법률 제7891호, 2006.3.24, 일부개

정]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

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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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행위라 하여 일반적인 손괴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후자의 손괴행위는 전자의 절도행위에 포함되어 불가벌

적 사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경우 후행 손괴행위

는 선행 절도행위에 포함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결국 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근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선행 절도행위가 없었던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해지게 된다.

결국 흉기를 휴대한 재물손괴죄라는 하나의 죄를 범한 행위자는

절도죄 및 흉기를 휴대한 재물손괴죄의 두 가지 죄를 범한 행위자

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로 본

다면 흡수하는 죄가 흡수되는 죄를 완전히 포함하여야 하므로, 사후

행위의 법정형이 주된 범죄의 법정형보다 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

해가 있다.83)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서 사후행위는 독립된

범죄이고, 주행위와 사후행위는 일견 실체적 경합으로 볼 여지도 있

으므로, 주행위에 비해 중한 사후행위의 경우에까지 처벌면제의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한다.84)

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

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83) 김혜경, “형법상 계속범과 상태범”, 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51면.    

84) 김혜경,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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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상 법정형은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반적인 불법성

이외에 비난가능성·처벌의 필요성·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가

경한 범죄보다 반드시 불법성이 더 크다거나, 법정형이 경한 범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불법성을 완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개개의 범죄가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행위

태양과 범정을 살필 때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불법이 항상 법정형

이 경한 범죄의 불법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다.85) 따라서 사후행위

가 주행위에 비해 법정형이 더 중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는 없다.86)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려면 사후행위의 법정형이 주행

위보다 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형사정책적으로는 상당한 설

득력이 있다. 이러한 두 견해의 절충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때 법익의 측면에서 신중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형량상의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개선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85) 김창종, 전게논문, 227면.  

86) 권오걸, 전게서, 641면; 배종대, 전게서, 693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오영근, 

전게서, 692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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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효과

Ⅰ. 법률적용의 배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실체법적·소송상으로 별도의 범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규정된 법률이나 법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Ⅱ. 판결문·공소장에의 불기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은 물론이고87) 판결이유

에도 기재되지 아니한다.88)

검사의 공소장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

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Ⅲ. 양형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존재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드러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는 반영할 수 있는지 문제된

87) Wessels/Beulke. aaO., S. 310.    

88) 이형국,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7,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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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판결선고 이외에 소년부송치결정·치료감호결정 또는 검

사의 기소유예 처분시에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는지 동일한 의문이 있다.

독일 판례와 법조실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므로, 배제된 구성요건도 이중평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 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다.89)

생각건대 범죄에 대한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성별·성장과정·평

상시 성행·가족 및 교우관계 등 행위자 관련적 요소뿐만 아니라 범

행의 계획성·피해의 정도·피해상황 등 행위 관련적 요소를 두루 참

작하는 것이 공평한 법집행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행위의

범정이나 사건경위 또는 사후정황으로 참작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상

당히 중하고 절도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절도범죄에 대한 양

형의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다.90) 즉 위 양형기준에 의하면 절도범

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파손·

소비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하지만91) 실무상 상당 부분 참

작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92) 우리의 법조실무도 실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후의 정황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89) 성낙현, 전게서, 694면; 이형국, 전게서, 370면. 

90) 양형위원회, 2013 양형기준, 2013, 152면.  

91) 전게서, 427-428면. 

92) 법관은 양형기준에 기속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

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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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Ⅳ. 공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사전행위에 흡수되어 일죄를 구성하며

이 때 법적 평가의 대상은 사전행위이다. 따라서 공범이 오로지 불

가벌적 사후행위의 주행위에만 가담하고 사후행위에는 가담하지 아

니하였더라도 주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공범이 주된 사전행위가 아니고 불가벌적인 사후

행위에만 가담한 경우 그 공범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는 논란이 있다.

주행위와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주행위나 사후행위 중 1개의 행

위에만 공범이 개입하고 다른 1개의 행위에는 공범이 개입하지 않

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주행위에만 가담한 공범은

처벌되고,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공범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범의 인식에 의하면 외관상으로

주행위나 사후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후행위가 법리

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한편

으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본질적으로 주행위에 흡수됨으로 별도

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에 가담한 모든 행위자(공범)들을

각자 다르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먼저 위 후자의 입장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법조경합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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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고 해석한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함에 의한 불처벌의

효과는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제3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93)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여러 요건들은 객관적으

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효과도 인적 요소에 좌우되지 않

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이 흡수관계이고 그 요건이 객

관적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

람이 주행위자와 같이 불가벌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찾

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임에 분명하고,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사람에게는 그 사후행위가

주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 이중평가금

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공범은 독자적

인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4)

예를 들어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그 절도범과 공동하여 손괴한

사람은 손괴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절도범이 절

취한 물건을 손괴하도록 그 절도범을 교사한 사람은 손괴교사죄로

처벌된다.95) 다만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공범은 양형에서 참작될 가

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93) 오영근, 전게서, 692면. 

94) 권오걸, 전게서, 640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김신규, 전게서, 558면; 배종대, 

전게서, 762면; 성낙현, 전게서, 693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40면; 임웅, 총론, 554

면; 정진연·신이철, 전게서, 429면; Wessels/Beulke, aaO., S. 312.

95)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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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판례에 나타난 불가벌적 사후행위

Ⅰ.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

1. 문제의 제기

부동산은 통상 동산에 비해 가치가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현대 재산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많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나의 부동산은 그 자체를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만족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동시에 그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여 또 다른 만족을 얻을 수도 있

고, 이미 담보에 제공되었던 부동산에 다시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

할 수도 있어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제3자는 일단 등기

에 권리자로 등재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서 명의만을 이전받은 명의수

탁자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여 임의로 담보

권 설정 등의 횡령행위를 한 이후에도 부동산의 명의는 여전히 명

의수탁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부동

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횡령행위에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 때

뒤의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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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종전 판례의 입장

가.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명의수탁자(甲)가 신탁자 승낙 없이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乙 명의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다시 위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면

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丙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적으로 경료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 甲이 신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

고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고, 이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

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도의 법익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96)

나. 또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하여 신탁

자의 허락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乙 앞으로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7)

다.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

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서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

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판례는 “부동산의 일부

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

96) 대법원 2000. 3. 24. 2000도310. 유사한 판결로 대법원 1998. 4. 24. 97도3282.  

97) 대법원 1999. 4. 27. 99도5. 유사한 판결로 대법원 1996. 11. 29. 96도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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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

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

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98)

이 판례는 선행행위(수용보상금 소비행위)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횡령행위로 볼 수 없지만 후행행위(부동산 전체 반환 거부행위)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횡령행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양자의 범행대상

이 다르다면 선행 횡령행위에 대한 평가에는 후행 횡령행위에 대한

평가가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후행 횡령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이중평가금지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로 공유중인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등기하

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하여 부동산 전체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

료하였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별개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각각의 가등기경료행위는 별개

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후자의 가등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99)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甲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

신탁받아 보관하던 도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

제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이

하 1차 횡령행위), 다시 위 토지를 A에게 매각(이하 2차 횡령행위)

98) 대법원 2001. 11. 27. 2000도3463.

99) 대법원 1978. 11. 28. 78도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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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종전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

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

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

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

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

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

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

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

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

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

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

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

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

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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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10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1차 횡령행위가 있었던 이후 2

차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2차 횡령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 2차 횡령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던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전원

합의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다.

별개의견은 종전 판례의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

리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행 횡령행위로 발생한 소유권

침해의 위험이 미약하여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월등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후행 횡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나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일반인으로서도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함이 마땅”한 경우에만 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위 사안은 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한편 반대의견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피해자의 소유권

등 본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그러한 불

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그에 의한 법익침해

의 결과나 위험은 그 소유권 등의 객체인 재물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위와 같은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재

물의 보관자에 의한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익침

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100) 대법원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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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속하여 반대의견은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횡령죄가 아

닌 배임죄를 구성하는 조건에서만 후행 처분행위의 처벌가능성이

긍정됨”이라고 하여,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동산 자체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를 유용하는 배임죄라고 본

다면 후행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4. 검토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의 허락 없이 근

저당권설정행위를 하는 등 횡령행위를 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에 관

하여 추가적인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한 판

례의 취지에 대하여,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

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여러 방식으로 수 회의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한데, 선행행위가 근저당권설정행위이고 후행행위가

부동산 자체의 처분행위인 경우처럼 후행행위로 인한 피해가 선행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경우에도 후행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

위로 보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다는 반대 견해가 있었다.101)

부동산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는 상당히 다양하고 형법적 관점에

서도 부동산이 재산죄의 객체로 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법익

을 다양한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선행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

였다 하여도 부동산 전체 가치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여러 가치 중 일부에 대한 침해만 있었다

고 볼 수 있으며 사후행위로 인해 부동산이 포함한 다른 경제적 가

101) 김대웅, 전게논문,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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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부동

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는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횡령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의 입장에 비해 부동산의 가치를 다양하게

파악하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변경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단 부동산에 대한 횡령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부동산에 추가적인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는

점에서 부동산을 하나의 재물로 파악한다기보다는 여러 경제적인

가치의 집합체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형법상 횡령죄

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고, 가치를 영득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

다면 부동산에 대한 횡령이 일단 기수에 이르면 횡령죄의 행위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횡령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는 횡령죄의 객체가 동산인 경우와 비교하면 좀 더 분명해진다.

甲이 자신이 보관중인 타인 소유의 책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경우라면 그 책에 대하여 다시 甲이 횡

령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이처럼 횡

령죄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또한 그 재물의 개념에 동산과 부동산

이 모두 포함되는 이상 이미 횡령한 재물을 다시 횡령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를 지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횡령 후 횡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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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의의 구현과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객체를 재물로 보는 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구

성에는 다소의 난맥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종전 판례의 입

장대로, 부동산에 대한 횡령이 이루어진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횡

령행위가 또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횡령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Ⅱ. 사기죄와 배임죄

1. 사실관계

피고인(甲)은 피해자(乙)로부터 7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위한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甲은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丙으로

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

정하여 줄 의사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부

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속이고 금원을 편

취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금원편취의 수단에 불과하여 당사

자가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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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이

후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

은 처음부터 사기범행에 예정된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일종의 불

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것으로서 사기범행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사기죄와 별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102)는 취지로 판시하여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544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등 참

조),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

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

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

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103)

4. 대상 판결의 검토

102) 서울고법 2007.10.26. 2007노1530.

103) 대법원 2008. 3. 27. 2007도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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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외관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주행위인 사기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104)

대법원은 甲이 乙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민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며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로서 甲과 乙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에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선

행 기망행위와 별도로 평가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甲의 최초 기망행위 및 범의에는 乙에게 애초부터 약정대

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만약 甲이 乙에게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면 甲이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甲이 乙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에

는 甲이 자신의 약정을 불이행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실제로 甲이 자신의 의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별도의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의 사안에서 甲이 乙 아닌 丙에게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가 외관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그에 대한 평가는 주행위인 사기죄에 포함된다고 보아 불가벌적

104) 이승준, 전게논문, 75-76면; 조현욱, “불가벌적 사후행위”,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380-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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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Ⅲ. 배임죄와 횡령죄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들 중 1인이 대표이사

로 있고 다른 1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을 공동발행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배임행위 이후에,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가 부담하게

된 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

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는 타인

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

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와 같은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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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

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

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한 다음, 회사의 금전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자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배임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횡령행위

로 인출한 자금이 선행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니다.105)

3. 대상 판결의 검토

원심과 대법원은 선행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약

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후행 횡령

행위로 인출한 자금을 별개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면 후행 횡령행위는 선행의 배임죄와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 배임행위와 후행 횡령행위가 서로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큰 의문이 없으므로 후행 횡령행

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만약 후행 횡령행위로 인해 인출한 자금을 선행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으

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후행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105) 대법원 2011. 4. 14. 2011도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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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서로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양자 모두

타인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위

의 주체에 있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

임에 반해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며, 횡령죄의 행위태양이

횡령 또는 반환거부임에 반해 배임죄의 행위태양은 임무위배행위라

는 차이점이 있는 등 양자는 엄연히 서로 다른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에 피고인은 선행 배임행위로써 회사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회사의 추상적인 재산에 위험을 야기한 다음에 계

속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재물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제공하

였는데, 선행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배임행위로 인한 회사

의 재산상 위험 야기에 초점이 있는 반면 후행 횡령행위에 대한 형

법적 평가는 회사의 재물을 현실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행 횡령행위는 추가적인 법익침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점에서 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Ⅳ. 절도죄

1. 문제의 제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절도죄

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기 때문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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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된 이후에도 대체로 도품이 물리적 실체를 유지한 상태로

잔존하게 되고 따라서 범죄성립 이후 그 도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

배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절도죄의 성립 이후에도 도품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사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도범이 도품을 사용·파손·처분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

후행위에 어느 정도 포섭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특히 절도범이 도품을 제3자에게 처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도품의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판례의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절도범이 도품을 사용·소지하는 행위

절도범이 도품을 그 원래의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을 논의할 필요 없이 당연히 불가벌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재물이 아닌 경우에는 절도품의 사용·소지행위 자

체로 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대마를 절취한 이후 그 대

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면 절도죄 이외에 무허가대마소지

죄가 성립한다.106)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

106) 대법원 1999. 4. 13. 98도3619,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

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별개

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 1990. 1. 25. 89도1211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

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

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

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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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07)108)

도품을 단순 사용·소지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 효용을 해하거나 파

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 때부터는 외관상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3. 절도범이 도품을 수익하는 행위

가령 절취한 소가 낳은 새끼를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의 수취행

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벌

적 사후행위를 논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109)

도품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대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

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법정과실의 취

득행위는 불가벌이다.

다만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였

음에도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절도범이 목적물의 소유관

계를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한 경우에는 사

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110)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

수수한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다.”고 하였다. 

107) 대법원 1996. 7. 12. 96도1181. 

108)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취한 신용카

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되는 선행행위(주행위)가 없기 때문이다(최관식,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

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08년 8월, 경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465면). 

109) 황정인, 전게논문,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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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 자체는 발생한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침해의 대상(차임)이 절

도죄와 상이하므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론에 있어서는 후행 사기행위를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111)

4. 절도범이 도품을 손괴하는 행위

절도범이 도품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재

물의 사용·수익·처분 가능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

도품이 파손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법익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품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주행위인 절

취행위에 대한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손

괴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견해가 대체로 일

치한다.112)

다만 도품을 손괴하는 것이 언제나 예외 없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타인 소유의 동물인 개를 절취한

다음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케 한 경우, 형법상 손

괴죄는 개의 절도죄에 흡수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죄를 구성

110) 황정인, 전게논문, 109면. 

111) 황정인, 같은 곳. 

112) 권오걸, 전게서, 638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2면; 배종대, 전게서, 760면; 손동

권·김재윤, 전게서, 638면; 오영근, 전게서, 691면; 이재상, 총론, 525면; 임웅, 총론, 

552면. 한편 성낙현, 전게서, 692면은 절취한 물건을 매각, 소모, 손괴하는 행위가 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절취한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불

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절취한 물건을 단

순히 소모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필

요 없이 불가벌이라 할 것이므로, 절취한 물건의 매각과 소모행위가 일반적으로 불가벌

적 사후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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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물보호법113) 제46조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된다고 보

아야 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 등 재산권인 반면 동물보호

법 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복지로 해석되어114) 양

자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개에 대한 절도죄의 형법적 평가에

는 동물보호법 위반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절도범이 도품을 처분하는 행위

가. 장물죄의 성립여부

절도범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밝히면서 이를 매각·양도·

증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절도범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때 절도범에게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판례 중에는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

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

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115)한 사례가 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절도범의 장물 처분행위

도 일단은 이론상 범죄가 되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처

113) 동물보호법 [시행 2013.4.5] [법률 제11737호, 2013.4.5, 일부개정]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14)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

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

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 대법원 1986. 9. 9. 86도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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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절도죄는 그 자체로 이미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한 영구적

이고 최종적인 침탈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며, 절도범이 도품을 향후

임의로 처분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절도죄의 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절도범이 도품을 매각·양도·증여하는 행위는 주행위에 대한 “내용적

첨가물에 불과하다”.116) 따라서 절도범이 도품을 타인에게 매각·양

도·증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불가벌인 것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한편 앞의 판례와 달리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여서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시도 있다.117) 이

는 재산죄를 범한 본범이 도품을 처분하는 것은 이미 형법적 평가

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지에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자기가 절

취한 재물을 매각하였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118) 이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장물죄의 본질에 기인한다

고 할 것이다.

나. 사기죄의 성립여부

위 사안과 달리 절도범이 제3자에게 도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

다.

통상 재물을 절취한 절도범은 그 재물을 스스로 사용·수익하지 않

는 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취득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

116)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3면. 

117) 대법원 1980. 10. 14. 80도2155.

118)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보정신판), 박영사, 2007, 447면(이하 이재상,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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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데, 이때 절도죄 이외에 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판례는 절도범이 도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도품의 종류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이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전

절도범이 금전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재물인 것처럼 상대방

을 기망하여 절취한 금전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119)

금전은 그 물리적 실체(지폐·주화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체)보다는

가치로서의 측면이 중요하며,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120)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게 되므로 절취한 금전이 제3자에게 양

도되면 제3자는 선의취득을 논의할 필요 없이(즉 제3자가 선의·무과

실이 아니더라도) 금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절취한 금전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그 매매거래는

완전히 적법·유효하며 금전의 원래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금전반

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을 자신의 금전인 것처럼 속여 사

용하면서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

해가 있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구성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

의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121)

119) 절취한 금전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금전의 사용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금전의 사용은 형법상 구성요건 자체가 아니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임웅, 논문, 288면). 

120) 황정인, 전게논문, 110면.  

121) 황정인,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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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

절도범이 동산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상대방

을 기망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산의 원

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아니한다. 따라서 절취한 동산을 매수한

제3자(피기망자)는 동산의 원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위 제3자는 절도범에게 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동산

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피기망자는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라

도 도품의 경우에 동산의 원소유자는 도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

의취득자에게 도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122) 제250조), 이

경우 피기망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결국 절도범은 상대방

을 기망하여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의 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고 이는 최초의 절도죄가 예견하고 있는 보호법익을 넘

어서서 추가적인 법익침해를 야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산을 절취한 사람이 그 동산을 본래 자신의 소유물

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각한 경우, 절도범에게는 추가로 사

기죄가 성립하고 이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123)

122) 법률 제11728호(2013. 7. 1. 시행). 이하 이 논문에서 같다. 

123) 대법원 1980. 11. 25. 80도2310,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

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

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 

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

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판례는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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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이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므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한다고 함은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임을 뜻한다.124)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의 발행인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수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모두 동일한 은행이므

로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제시된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이 지급거

절되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125)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자

기앞수표는 매우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어 현금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판례는 다음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사람이 자기앞수

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에는 금전을 절취·교부한 경우와 동일하

게 취급하고 있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

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

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

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126)

이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도 원칙적으로는 수표이므로 수표 수령인

도품이 동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물을 제3자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통상 위 장물은 동산으로 파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124) 이철송, 어음·수표법(제11판), 박영사, 2011, 475면.  

125) 이철송, 같은 곳.  

126) 대법원 1987. 1. 20. 86도1728; 1993. 11. 23. 93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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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앞수표를 선의취득하려면 선의·무과실일 것을 요하는데 자기

앞수표의 거래 현실상 수령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부정

되는 경우가 많고, 도난수표의 수령인은 양도인이 정당한 수표소지

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결

과적으로 새로운 피해자(수표 수령인)와 새로운 침해대상(수표 양수

의 대가)이 발생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절취한 자

기앞수표를 처분하는 행위를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127)

생각건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1회의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의

액수도 점차 증대되는 현실상 자기앞수표의 쓰임은 점점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사용시에 엄격한 신분확인을 요

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기앞수표의 사용자 및

수령인이 자기앞수표를 수표법상 수표로 인식하고 수표법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엄격히 염두에 둘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처분행위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종전 판

례의 입장에 타당성이 있다. 다만 수표 수령인이 특별히 수표 사용

자(절도범)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제시 등을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128)

(4) 열차승차권(무기명증권)

열차승차권·영화관람권 등 무기명증권은 누구든지 증권을 소지한

127) 황정인, 전게논문, 117-119면. 

128) 임웅, 논문, 288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면서 수령인의 실명기재요구 내지 실

명확인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기망한다면 ‘거래의 신의칙·진실

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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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다. 무기명증권을 절취한 사람이

그 무기명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단순히 행사하는 행위(예컨대 영화

관람권을 절취한 사람이 영화관람권을 검표원에게 제시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

무기명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단순히 행사하는 행위와 달리 절취

한 열차승차권(무기명증권)을 제시하여 그 금액 상당을 환불받은 행

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열차승차권은 그 성격상 도

난당한 즉시 피해자는 그 가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고 절취한

자는 그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이

건 열차승차권으로서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 외에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

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는 열차승차권

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

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

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의 사후처

분행위로서 불가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이

라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29)

129) 대법원 1975.8.29. 75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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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례는 무기명증권인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다음 이를 역

무원에게 제시하여 승차권 금액 상당액을 환불받은 경우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례에서 별도의 법익침해가 나

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30)

절도범이 무기명증권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기

명증권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

는 경우 외관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다.

무기명증권의 양수인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한 증권의 점유

만으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의·무중과실은 증권의 양

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에 대한 선의·무중과실이라 할 것이다. 그런

데 무기명증권은 교부에 의하여 양도되는 등 강한 유통성을 가지므

로 증권이 교부될 때마다 증권양수인으로 하여금 증권양도인이 진

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기란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무기명증권의 양수인에게 그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무기명증권의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양수

인은 무기명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진정한 권리자

아닌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추가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다. 결론적으로 절도범이 무기명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는 행

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131)

130) 별도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견해로 西田典之, 전게서,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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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당표·예금통장(면책증권)

면책증권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행한 증서이다.132) 면책증권은 증서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

지 않다. 면책증권 자체를 절취하면 면책증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고 별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

다.133)

판례는 절취한 전당표를 전당포에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전당물

을 되찾는 행위가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소위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여서 별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나 절취한 전당표를 전당포에 제시 기망

하여 전당물을 되찾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

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절도의 사

후 행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74.11.26. 선고 74

도2817 판결참조)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전당표

를 공소외 김희주에게 교부하고 자기 누님 것이니 찾아 달라고 정

당한 소지인인 것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이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위 전당표를 제시 기망케 하고 전당물인 금

목걸이를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행위는 마땅히 형법 제347조의 사

131) 황정인, 전게논문, 115면은 무기명증권의 경우에도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치

면 증권의 양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범의 무기명증권 

매각·양도행위가 추가적인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열차승차권이나 상품권 등 각각의 증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공시최고 및 제권

판결 절차를 거쳐 그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으로서 사실상 완전한 권리취득을 인정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절도범의 무기명증

권 매각·양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한다. 

132) 민법 제526조. 

133) 황정인, 전게논문,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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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가

벌적 사후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134)

또한 판례는 타인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한 다음 통장을 이용하

여 은행원을 기망함으로써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통장의 절도죄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

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

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35)136)

면책증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절취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그 면책증권 자체의 소유권에 그친다. 면책증권은 그 증권에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증권을 상실하였다고 하

여 어떠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절취한 면책증권을 사용하여 제3자를 기망하고 면책의 대

상물인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Ⅴ. 장물죄와 횡령죄

134) 대법원 1980. 10. 14. 80도2155. 

135) 대법원 1974. 11. 26. 74도2817. 같은 취지 : 大谷實, 전게서, 486면. 

136) 이에 대한 반대견해로 오영근, 전게서, 694면,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 가서 현

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은행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통장의 진정한 권리자인가가 아니라 예금주의 성명, 

도장, 비밀번호 등이 예금청구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가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와 함께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기죄를 인정한다면 그 수단이 된 예금통장의 절도죄,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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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그 정을 알면서 이

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장물죄 이외에 횡령죄

가 성립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애초에 횡

령죄의 주체가 아니라면 보관중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

장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므

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

여에 기하여 성립된 위탁관계의 경우에도 보관자가 횡령죄의 주체

로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137)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면서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

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138)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장물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은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수익자이므로 원

칙적으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

할 필요 없이 불가벌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의

불법보다 장물보관을 위탁한 사람의 불법이 큰 경우에만 보관을 위

탁받은 사람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137) 이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여기서 상세히 논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후의 

논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8) 대법원 1999.9.17. 98도2036,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

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

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

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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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관자에게 횡령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물죄

가 성립하는 순간 이미 원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된 것이고 이후에

장물범이 장물을 처분하였더라도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물의 처분에 대한 평가는 장물죄에 대한 평가에 이미 포

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중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절도범

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

관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

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

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139)

Ⅵ.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대부분 재산죄의 경우에 논의되고 있다. 그

러나 이중평가금지원칙이 재산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죄 이외의 범죄에서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죄 이외의 범죄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사

안으로 살인죄·사체은닉죄가 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이며, 사체은닉죄는 사람의 사체를 발견이 곤란하도록 숨기는 범죄

로서 서로 구성요건을 전혀 달리한다. 그러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

139) 대법원 1976. 11. 23. 76도3067; 대법원 2004. 4. 9. 2003도8219. 판례는 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판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후행행위인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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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사체를 은닉하려는 유혹을 받기가 쉽다.

즉 사체은닉죄는 살인죄가 성립한 이후에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살인죄에 대한 평가에는 이미 그 이후의 전형적인

범죄인 사체은닉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해 사체은닉죄는 살인죄를 평가함으로써 함께 평가되는 관

계에 있다고 본다면 사체은닉죄를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학설 중에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140)

한편 판례는 살인죄가 성립한 이후 사체를 그 자리에 두고 도주

한 행위는 따로 사체은닉죄로 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61조의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살인, 강도살

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

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

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

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고 그 장소에 방치

한 채 그대로 하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

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강도살인죄 이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141)

140)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684면. 

141) 대법원 1986. 6. 24. 86도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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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례는 살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사체은

닉죄는 항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판례는 ‘살인 후 사체를 그 자리에 두고 도주한 행위’만으

로는 사체은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여 후행행위가 일단 외관상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는 논의의 측면이 다르다.

즉 위 판례에서 사체은닉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의할 필요 없

이 원천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것이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체유기죄의 보호법익은

망자에 대한 존경으로 양자의 보호법익은 전혀 다르다. 또한 살인죄

의 행위객체는 생존해 있는 사람인 반면 사체유기죄의 행위객체는

사체라는 점에서도 두 죄는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살인

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후행 사체은닉죄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사체은닉죄가 아닌 사체유기죄에 관한 사안

이기는 하나,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

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142)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

Ⅶ. 간첩죄

간첩죄에 관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의

142)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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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있다. 먼저 판례는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포괄하여 일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43)

또한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

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에 이 탐지, 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

라고 판시한 이후 계속하여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 상당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

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

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144) 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이 간첩죄의 경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45) 한편 간첩행위의

개념에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뿐만이 아닌 국가기밀의 누설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전제에서, 국가기밀누설행위가 처음부터 간첩행위 그 자

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수 없

다는 견해도 있다.146)

14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144) 대법원 1982. 11. 23. 82도2201.

145) 권오걸, 전게서, 641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639면; 이정원, 전게서, 473면; 이재

상, 총론, 527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29면.  

146) 임웅, 논문, 290-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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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형법상 간첩죄는 군사상 기밀 누설행위와 별도의 조항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147) 간첩행위에 당연히 기밀 누설행위가 포

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은 차후에 그 간

첩행위로 인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

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간첩죄에 대한 평가에는 이미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간첩행위로 인해 기밀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국가기밀은 침해된 것

이고 그 국가기밀을 적국 등에 누설하더라도 국가기밀에 대한 추가

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간첩행위로 인해 취득

한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

립한다고 본다면 부당한 이중평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간첩행위(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에 대한 기밀 누설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있다고 판시하지 않고, 양 죄가 포괄일

죄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는 독립적인 범죄행위

들이 서로 결합되고 평가적 측면에서 일죄를 구성하는 것인 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사후행위가 주행위에 종속·흡수되는 것이므로

서로 개념이 다르다. 국가기밀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는 전자의

행위가 후자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행위는 전자에

흡수되어 처음부터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

으므로 후자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147)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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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소송법상 쟁점

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검사의 처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

소·고발장 내용과 고소·고발인 진술 자체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임을 알 수 있다면 각하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검찰사건사무규

칙148) 제69조 제3항 제5호).

고소·고발 내용만으로는 해당 고소·고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

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사를 거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밝

혀진 경우이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지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범죄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된다면 그러한 범죄사실은 범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하여야 한다(위 규칙 동항 제2호 가목).

Ⅱ.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판단

검사가 주행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모두 독립된 범죄

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149)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148) [시행 2012.3.15] [법무부령 제766호, 2012.3.15, 일부개정]. 

149) 특히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와 더불어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가 문제될 것

이다(송선헌, 전게논문,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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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사전행위와 일죄관계에 있으며 주된

사전행위에 대한 평가로 사후행위의 불법도 완전히 평가된다. 따라

서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평가대상인 불법이 소멸된다고 보아

야 하고, 불법이 없는 행위를 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150)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며 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주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

어151) 일죄이므로 주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한 주문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유에서만 무죄

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152)

2. 주행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졌으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위 1.과 마찬가지로 주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불가벌

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을 설시하면 하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의 무죄판결이 모두 가

능하나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의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0) 법률 제11572호(2013. 6. 19. 시행). 이하 이 논문에서 같다. 

151) 검사가 주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검사

의 죄수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죄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52) 송선헌, 전게논문,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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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행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

이때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주행위에 흡

수되어 두 행위가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행위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설시할 뿐만 아니라 주문에서도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주행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 3.과 같으나, 다만 주행위뿐 아니라 사

후행위 대하여도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설시하여야 하므로 주행위와

사후행위 양자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 모두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Ⅲ. 공소시효의 문제

1. 시효기간과 기산점

주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후자가 전자에 흡수되어 포괄적으

로 평가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양자는 실체법상·과형상으로 일죄이

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일괄적으로 주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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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의 중단과 연장

공소시효의 중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154)·정지(동조

제3항)155) 또는 연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156)은 모두 주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불가벌적 사후행

위가 위 각각의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하여 주행위에 소송법상 효과

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에 의하

여 주행위의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는 소송상으로도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주행위에 종속되어 일죄

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3. 주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한 공소제기

주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면소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

단이 문제된다.

이 경우에 주행위에 대해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153) 김창종, 전게논문, 259면. 

154)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155)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1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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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실체적 범죄구성여부에 따라 사후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후행위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사후행위에 대한 심리 이외에 이미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주행위

가 실체법상으로 유죄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만일 주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사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판

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행위가 실체적으로도 무죄인 경우에는 사

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별죄가 성립한다.

Ⅳ.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법문상으로는 범죄사실

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주행위와 사후행위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고 공소제기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이후 그 재물을 손괴한 사안

에서, 주행위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입증할 정황증거들만

존재하고 명백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후행위인 손괴행위

에 대하여는 확고한 유죄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본위적 공소사

실을 절도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손괴죄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양 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는 것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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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157)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

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그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만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들 수 개의 범죄사실간의 범죄사실의 동

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해

석할 것이며 이렇게 본다 하여도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을 특

정하여 기재하고 있느니만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비하여 더 지장이나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택일적 또는 예비적 기소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용인될 것임이 명백할 것이며,

검사가 수개의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서는 수 개의 범죄사실중 어느 하나만에 대하여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면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것이고, 만일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소사실을 심리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할 것이

다.158)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서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등이 전혀 다른

157) 공소사실이 예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본위적 공소사실을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된 공

소사실 중 어느 것을 판단해도 무관하다는 차이가 있다(김희옥·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87면).

158) 대법원 1966. 3. 24(전원합의체판결), 65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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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위와 사후행위를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

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검사는 범죄로

될 수 있는 수 개의 사실이 존재한다면 경합범으로 기소하면 충분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도 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허용

하여야 할 것이다.159)

Ⅴ. 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

공소장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및 신병에 관한 서

류 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

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160) 제118조). 이

를 공소장일본주의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

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이 직접 법정에서 사건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

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1)

159) 백형구,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240면; 신양균, 형사소송법(신

판), 화산미디어, 2009, 328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388면(이하 

이재상, 형소);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 제5판), 대명출판사, 2012, 362면. 이에 

대한 반대견해로는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 홍문사, 2013, 

259-260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461면(이하 신동운, 형소); 임

동규, 형사소송법(제8판), 법문사, 2012, 298면.    

160) [시행 2013.1.1.] [대법원규칙 제2403호, 2012.5.29., 일부개정]

16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전게서, 261면; 백형구, 전게서, 241면; 신동운,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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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죄명·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이

처럼 법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餘事)을 기재하는 것은 법원에 예단

을 갖도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하여 공소

장에 여사의 기재가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

되는지 논의되고 있다.

판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종전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162)이거나, 범행 동기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된 경우163)

에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법관

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

하여 이미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164)

그렇다면 주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하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검

사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는 절도죄의 구성요

건적 사실 이외에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이 이후에 그 재물을 파괴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사기재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원으로 하여

금 불필요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양하여야 할 것

임은 큰 의문이 없다.

다만 이러한 여사의 기재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466면; 이재상, 형소, 391-392면; 정웅석·백승민, 전게서, 365-366면.  

162)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163) 대법원 2007.5.11. 2007도748.

164) 대법원 2009. 10. 22.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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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아가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됨

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까지 선고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었던 사실의 기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여지도 있고,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까지 위법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실체진실의 발견 및 소송경제를 도

외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공소장에 기재하

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곤란할 정도의 무분별한 여사기재가 아닌 한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관 이외에 배심원이 사실판단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률 문외한인 배심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보다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에게 공소장 표

시정정 또는 공소장변경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일사부재리효와의 관계

일사부재리효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효력이다.165) 일사부재리효는 공소사실 및 그 공소사

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에 미친다.166) 즉 법원이 실

제로 심판을 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효가 미

칠 수 있다. 다만 일사부재리효는 실체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공

165) 이재상, 형소, 707면. 

166) 이재상, 형소, 7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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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각 등 형식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효가 미치고 이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

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주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

된다면 확정판결 있는 범죄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167) 이

점에는 큰 의문이 없다.

주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소 논의가 필요

하다. 일단 주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사후행위는 더

이상 종속될 주행위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범죄로 성립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주행위와 사후행위를 더 이상 일죄로

볼 수 없고 주행위에 대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 그 판결

의 일사부재리효가 사후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때는

사후행위에 대해 별도로 공소제기하여도 일사부재리효를 이유로 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반대로, 주행위의 존재를 간과한 채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대하여만 실체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이 주

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소송상 영역에

서도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주행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다시 주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

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후행위에 대

167) 이 사안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실체법상으로도 별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사유도 존재한다. 그런데 면소판결 사유와 무죄판결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전자

가 우선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4. 4. 28. 64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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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할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Ⅶ.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간과한 판결에 대한 불복

1. 상소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주행위와 경합범으

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

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위 각 호에 의한 상소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가

능하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주행위와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을 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168),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항소 및 상고이유

가 되지 않는다.169)

2. 재심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주행위에 종속되

어 실체법상·소송상 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주행위에 대한 유죄판

168) 판례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함으로써 처단형

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 12. 26. 2003도6288).

169) 최완주, 주석 형사소송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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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주행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형

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사후행위의 존재여

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만 유죄의 확정판

결이 있었다가 나중에 비로소 주행위의 존재가 밝혀진 경우, 불가벌

적 사후행위는 주행위에 종속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흉기를 휴대한 상

태로 그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절도죄에 대하여는 증거가 갖추어지

지 않아 검사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죄로만 기소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을 받았다가 이후에 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가 새로 밝혀진 경

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주행위인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

실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사후행위는 법리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무죄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사후행위에 대한 형벌이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주행위에 대한

형벌은 사후행위에 대한 형벌보다 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피고

인은 사후행위에 대한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중

한 형의 집행으로부터 해방되고 상대적으로 경한 주행위에 대한 형

을 집행 받게 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

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

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신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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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조사하지 못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

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다만 당사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제외된다.170) 또한 증거의 명백성은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를 말한다.171)

결국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의 요건인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명

백성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인해 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히 배척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후행위가 주행위에 종속되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 주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신규성·명백성을 갖춘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주행위의 성립을 주장하

며 그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면 이는 피고인 스

스로 자신의 범죄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므로 다소 기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Ⅷ. 주행위의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

피의자가 절도죄를 범한 다음 절취한 그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혐

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손괴죄로만 기소하고 유

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절도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

170) 대법원 2009. 7. 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171) 위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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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같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기소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검사는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단 외관상으로는 이러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검사가 절도죄와 손괴죄를 처음부터 동시에 기소하

였다면 피의자는 절도죄로만 처벌받았을 것인데, 검사가 주행위인

절도죄를 누락시킴으로써 절도죄와 손괴죄를 분리 기소하면 피의자

는 두 개의 죄로 두 번 처벌받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손괴죄로 기소할 당시에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절

도죄의 증거를 간과하였거나, 피의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피의자

에게 두 번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절도죄를 기소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기소를 적

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도 공소제기가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

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72)

이와 달리 수사기관의 단순한 과실이나 수사의 지연으로 인해 불

가벌적 사후행위가 먼저 기소되고 나중에 주행위가 추가 기소되었

다면 이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재량권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기소된 주행위에 대한 기소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

172) 대법원 1996. 2. 13. 94도2658. 이 판례는 기록상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제

기가 검사의 태만이나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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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손괴죄에 대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가능한 한 주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병합하여 심리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손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불가

벌적 사후행위인 손괴죄에 대해서 주행위인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뒤에 기소된 절도죄는 이미 종전에 확

정판결을 받은 손괴죄173)와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

39조 제1항 후문).

173) 다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어야 한다(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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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이상으로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효

과와 관련된 이론상 쟁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리가 판례와 법조실

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피의자(피고인)가 하나의 범죄로 인해 사실

상 이중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며 이는 헌

법상의 요청이다(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

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비난가능성과 피해의 정도가

큰 사후행위에 대하여 만연히 형벌면제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고, 이

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게 되어 법집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정의

를 해치게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불가벌이고 어떠한

것이 별죄를 구성하여 가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기준에 대한 시사점은 앞서 제6장 Ⅰ.항에서 살펴 본 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판결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2중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후행 처분행위가

‘추가적인 법익침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

니라고 보고 있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법익’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사회·국가에 대한 법익

이다. 법익의 침해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으로 법익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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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적확하다고 하겠다.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면 추가적

인 범죄가 구성되는 것이고 여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은

성립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주행위가 침해한

법익 이외에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근본

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모든 쟁점이 해

명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 범죄 구성요건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이 과연 무엇이며 그 법익의 구체적인 한계와 침해의 모습은 무엇

인지는 여전히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법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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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Yun Young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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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itbestrafte Nachtat) is a legal

issue about the concurrence of laws. It is not considered as a

crime even though it seemed to be a crime in the ordinary point

of view. The term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not a

written law but acknowledged by the precedents and the theories.

The act after crime (the post act) is unpunishable whenever

the punishable crime (the previous act) is committed and it

contains a whole illegality of the post act. In this case, whenever

the previous act is punished, the post act is deemed to be

punished simultaneously. Nevertheless if the post act is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t occurs the problem of the double risk

necessarily.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po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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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eds the previous one, it is no more unpunishable. In other

words, the post act should not be committed beyond the

boundary of the illegality of the previous act.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not punishable because it

is not a crime in a legal meaning. But the presence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ay influence the penalty of the

previous act.

In the several criminal cases,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mentioned in the property crimes like embezzlement, fraud,

malpractice, and theft. It is also mentioned in not only the

property crimes but also the manslaughter or espionage crime

cases. An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trial,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uld influence a judgment of the

court, a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a statute of limitations,

an appeal, and so on.

Eventually, the concep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prevents a suspect from the double punishment or double risk.

But it may cause harm to substantial criminal justice becaus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shall be exempted from legal

san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a punishable crime in a

different circumstances. So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elaborate standard to define if a certain act is an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

The main purpose of the criminal law is to protect the legal

benefits. Hence, a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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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notion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Keywords :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ncurrence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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