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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이지만 이 분류기준을 부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 상호간 정범과 공범

의 구별가능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 대한 정

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에서도 부작위자가 정범인지 공범인

지를 구별해 보아야 하며, 이 때 부작위 정범이 되는지 부작위 공범이 

되는지 부작위 정범도 공범도 되지 않는지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부작위에 부작위가 경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간간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논문이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

본에서도 그 문헌이 많은 것이 아니다.  

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었지만,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부작위범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위

범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부작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거

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본고

에서는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주

된 테마로 다루었고 이론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이론에 대해 연

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형법이론을 통해서 실무에서 부작위범을 처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따져 보고,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는 부작위 행위지배가 없으니 둘 다 정범이 

되는가? 어느 때 정범과 같은지 어느 때 공범과 같은지 구분이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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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

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 혹은 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에서는 가담한 사람은 거의 방조범

이라는 학설로 귀결되지만,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정범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구별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

의 목적이다. 기존에 익히 다루어진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유형

에서는, 원칙적 방조설의 입장에 대해 수긍하기는 하지만 동가치기준설

을 바탕으로 정범으로 보아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부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의무의 강

약(Intensität der Pflichten)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자의 생각이다. 부작위에 작위 가담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구분 

형태상 분류를 하였으나, 작위 가담이기 때문에 부작위의 본질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형태를 부

작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부작위에 대한 공범은 

기존에는 통상 부작위에 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만 논해져 왔다. 그런

데 부작위에 부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공

범이 아닌 정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

작위에 대한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 공범론에 있어서도 작위범 공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이

론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면 부작위범의 정

범과 공범의 구별연구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도 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

배이론을 적용한다.”라는 한 문장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

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작위 공범론에서는 작위범 공범론

에서의 행위지배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이론으

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이론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행위지배이론에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의무범 이론 또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작위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다룸에 있어 행위지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의무범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

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의무범 이론으로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범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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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다소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절

실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

번 연구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다각도로 접근 및 분석한 뒤 해결의 실마

리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어 : 부작위범, 의무범, 공동정범, 정범, 공범, 보증인, 동가치

성, 신분범

학번 : 2017-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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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정범의 적극적 작위(Begehung)에 보증인이 부작위(Unterlassung)로 관여

하는 경우, 특히 그 정범이 처벌되지 아니할 때에도, 부작위범의 범행 

기여가 항상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꽤 논란이 많은 영역이

다.1)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일반적인 사례들은 은행지점장 

판례2) 등 많은 판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 가담자가 정범인지 공범인지 구별

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 정범에 가담

하는 자들이 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거의 없었고 대법원 판례 또한 없었으나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의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는 했다. 우리 학설들이 대체로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

어서도 작위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위지배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한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부작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할 때 행위지배설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의무범설

을 그 구별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의무범설을 그 기준으

로써 적용할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본고

에서 다루어 본다. 

1. 연구의 목적

형법은 범죄란 무엇인가를 다룬다. 본고에서는 부작위범죄란 무엇인가

를 다룰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

함이다. 부작위 범죄나 작위 범죄나 결과적으로 응보의 형태로 형벌이 

1) 이용식,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6. 12, 253면.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

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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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이 응징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나아가서는 유

죄 판결을 받고 투옥된 범죄자들의 인권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형

법의 목적이 있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다. 과도한 형벌은 일반인

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3) 칸트는 예방이 아닌 응보

를 형벌 부과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배후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

한 사고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4)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을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범죄자를 모

두 정범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범죄자라고 하여 정

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으로는 처벌될 수 없다면 이 또한 국가

와 형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작위범

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형이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기 위함이다. 비단 피해자의 인권보장뿐 아니

라 억울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전통적

인 형법학의 역할이다.

형법학은 독자적으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을 결정하므로, 연구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 어떤 측면을 깊이 연구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결

정은 전적으로 학문 자체의 몫이며, 형법 이론이 골몰하는 모든 측면들 

중 어느 이론을 형사실무에서 채택할지는 실무의 몫이지만, 형법학의 도

움 없이도 얼마든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형사실무는 형법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5)

형벌은 대상이 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공권력 작용에 의한 해악의 강도

가 가장 큰 것으로서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6) 범죄억제의 필요성이 근대형법의 주요원

리에 입각한 정당성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7) 형법은 보호법익

3) 이용식, “형법에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7, 12면.  

4)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응보, 예방, 그리고 회

복과 연계하여”, 강원법학 [4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23면. 

5) Winfried Hassemer/배종대·윤재왕 역,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

론, 파주: ㈜ 나남, 2011, 74-76면.

6) 전종익, “15~16세기 조선의 공권력 작용과 공평의 원칙”, 법사학연구 제38

호, 한국법사학회, 2008. 10,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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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확하고,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 형법의 본

능이며,8) 또한 형법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독자적으로 형성된 

대표적 법 영역에 속한다.9)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이 일본을 통해 변형

된 형태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에 우리 형법은 그 근대화의 

출발점을 근대 독일형법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근대 독일형법전의 형식

만을 계수한데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애초에 독일 근대형법은 자

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을 구현한 것이며 독일의 관념철학과 법실증주의

도 결국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로 귀결되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 법

치국가사상의 토대가 약한 한국형법학에서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형법

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약간의 사회적 자극에도 쉽게 범죄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왜곡된 독일 근대형법의 수용과정에 

기인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10)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가지는 개인

은, 개별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나 확률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극단적인 형

태의 일벌백계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범죄 억제

를 위해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 그러하기에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서구법의 긍정적 요소는 받아들이는 혜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12) 범죄를 저질렀다면 

7) 한영수,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76면.

8) 박기석,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 

”, 형사판례연구 [8], 박영사, 2000, 317면.

9)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

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년 9월, 4면.

10) 류전철, “동아시아 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 계수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

31집 제2호, 2011. 8, 361면.

   오영근 교수는 Roxin의 범행지배설과 정범개념은 독일형법규정에서 출발한 

이론이어서 독일형법과 우리 형법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Roxin의 범행지배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0권, 한국형사법학회, 2003, 129면.

11)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저스티스, 통권 

제116호, 한국법학원, 2010. 4, 270면.

12) 정긍식, “20세기 한국 전통과 서구의 충돌 : 서구법 수용의 왜곡”, 역사비

평, 역사비평사, 1992년 3월,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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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보장

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보장은 이론적

으로 다방면에서 고찰해 본 뒤, 가벌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주는 데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궁극에 가서 부작위범을 정범

으로 보든 방조범으로 보든, 결과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

르기까지 이론적 검토를 철저히 해 보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언정,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치밀하게 

많은 논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여러 사유의 과정을 거친 뒤의 

해답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결론이 어떤 학설로 귀결되든지 그러

한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을 세워보

고, 부작위범을 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별해 

보고, 작위와 부작위를 비교�대조 해보면서 가급적 피고인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은 ‘부작위는 행위’13)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행위론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표명하고는 있다. 부작위라

는 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작위와 구별되는 실질적으로는 ‘없음

(Nichts)’을 의미하기에 자연주의적인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거동성이 없

는 부작위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를 행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행위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했

다.14) 보증인의무(Garantenpflicht)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이다. 그렇다면 보증인의무의 실질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결

과에 대한 지배 내지 통제라 할 것이다. 지배 내지 통제라고 하여 곧바

로 행위지배설적 관점을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법익(Rechtsgut)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의무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라

기보다는, 그러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과에 대한 지배구조 내지는 지배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1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

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

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후략)

14) Gössel, Zur Lehre vom Unterlassungsdelikt, ZStW 96, 1984, 32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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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에서도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

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부작위 상호간의 공동정범 성립가능

성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해볼 것이다. 세월호 사건 판결은, 비록 소수

의견에서이기는 하지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판단하였고 요건별로 분석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위 상호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더욱 세

밀한 법리와 이론의 정립 필요성은 아직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기존 

작위범의 행위지배이론을 부작위범에 차용할 수도 있고 차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작위범의 행위지배이론을 부작위범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 또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하는 데에 어떤 한

계가 있으면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사유해 보는 과정은 의

미가 있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 가령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행위지배이론이 들어맞는 부분이 99라 하더라도 

1이 맞지 않다면 그 1을 위한 연구 자체의 의의 자체는 분명히 작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행위지배이론이 들어맞는 부분이 99가 아니

라 그 이하라면 더욱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설사 100이면 100 다 옳

다고 하더라도 과연 100이 전부 옳은지 검토하는 과정 자체도 의의가 있

을 것이다. 어떠한 이론이든 그 한계는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이론이 

비교적 완벽하다고 할지언정,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을 것이다. 행위지배 기준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Roxin 교수는 

행위지배설을 주장하면서도 행위지배설의 한계를 자각하고 의무범 이론

을 또 주장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의무범 이론만으로 

모두 다 잘 해결할 수 있다거나 혹은 행위지배설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만약 각 이론의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

는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고의 주된 테마는 부작위범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다. 그

리고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주된 테마로 하여 관련

되는 문제로서 부작위 공동정범 및 과실범과의 관계, 부작위 공동정범 

문제를 다루어보는 것이다. 기존 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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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위-작위’ 형태라면,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가담형태에는 ‘작위-부작위’, ‘부작위-부작위’, ‘부작위-작위’ 형

태의 3가지 가담형태가 있다. 가담자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살펴보고 

정범이라면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단 정범인지 

공범인지 구분할 때의 구별기준 설시가 관건이다. 가담자가 정범인지 공

범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범이라면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부작위 상

호간 가담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둘 것이며, 또한 부작위 상호간 공동

정범이 성립되는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부작위 가담자

에게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작위 각각 정범이 될 수도 

있고, 부작위 방조범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정범(Mittäterschaf

t)과 동시범(Nebentäterschaft) 논의도 해 볼 것이다. 부작위 상호간 논의

를 위해 의무범과 행위지배 개념 등을 살펴보고, 지배범 개념에 행위지

배가 있다면 의무범은 이러한 행위지배 개념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 등을 연관시켜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간단히 소개하자

면 I. 문제의 제기, II. 전제적 고찰, III.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필요

성, IV.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유형 순서로 논하였고, V.에서 결론

을 제시하였다.

II. 전제적 고찰

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격

(1) 부작위에서 말하는 의무

가. 부작위 의무의 근거

① 서설

부작위범의 불법비난은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제

3자에 의한 결과야기의 방지가 보증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5)

15) Welzel,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Berlin : Walte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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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작위자에게 범죄를 인정하는 건 옳은 일인가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접근방식은 여러 규정의 체계와 개념

에 관하여 먼저 이해한 후 문제가 되는 사례와 일치하는 규정과 개념을 

찾는 것을 법발견으로 보는 반면, Common Law 체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선판례에서 사실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16) 그런데 영국

법에서도 부작위로 범해질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무(a du

ty to act)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17) 적어도 프랑

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에서 보증인지위(Garantenstellung)가 없는 자에

게도 구조불이행죄를 입법화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 지위에 있

는 자들에게 부작위죄 책임을 묻는 것은 보증인지위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비해서는 한층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사마리아인법은 애초에 

보증인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런데 차마 부작위 살인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니 애매하게 

구조불이행죄 정도로 처벌을 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

만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작위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법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보증의무도 없는 행인들에게 형법적으로 죄를 부과하

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보증인지위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사마리아인법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위범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상황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물론 입법론적으로는 부작위범에 있어서 독일형법 조문에

Gruyter, 1969, S.222.

16)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인하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1년 11월 209면.

17) 권오걸, “영국법상의 부작위범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29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08년 12월, 10면.

    반면, 임웅, 주 95)의 책, 589면에 따르면 독일형법은 긴급구조의무위반죄에

서 누구나 행위의 주체(긴급구조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긴급구조

의무의 불이행을 넘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

해서까지 책임을 질 자를 특히 보증인(결과방지의무자)으로서 처벌하기 때문

에 보증인의 범위를 해석상 매우 엄격히 한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형법상으로

는 그 같은 축소해석이 타당치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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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부작위범의 경우 절반으로 형량을 낮추어 줄 여지를 만드는 입법

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독일 부작위범 조문처럼, 조문 자

체에서 절반으로 감경해줄 여지를 창설하지 않고, 단지 양형단계에서 부

작위범은 작위범보다 감경해주어도 상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

가 반문한다면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성요건단계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것과 양형단계18)에서 감경

해주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 배임죄 관련하여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증명 관련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어서 형사소송법적 관점이 들어있

기는 하지만 이상원 교수도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비슷한 취지의 언급

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원 교수는 이득액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념적 의미의 측면에 있어서 구성요건요소

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단순한 양형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를 때 구성요건인지 양형요소인지는 증명과 관련하

여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판례는 범죄구성요건 해당사실은 엄격한 증

명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 양형사유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

하므로 이에 따라 이득액을 구성요건요소로 보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야 하고 양형요소라고 보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게 된다.19)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지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부진

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 조문에 감경에 대한 내용을 삽

입하게 될 경우, 증명의 엄격성이 없어도 양형요소에 의해 고려되는 차

원이 아니라, 부작위로 범행을 했다면 구성요건요소 차원에서 당연감경

을 하는 식의 구성이 될 것이다. 

물론 양형에 있어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할 때 근거로 삼은 양형

인자를, 구체적 선고형을 산정할 때 또 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

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이중평가금지(Doppelverwertungs

18) 참고로 김혜정,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사법 제45호, 사법발전재단, 2018년 9월, 24면에 따르면 독일형법

의 경우 제46조 제3항에 이미 법적 구성요건표지에 해당되는 사정(Umstande)

은 양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중평가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

는 반면, 우리는 이중평가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

만 우리 형법에서도 이론상 이중평가금지원칙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19)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저스티스, 2012,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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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ot)원칙에 반하지 않기 위함이다.20) Meier에 따르면 양형은 이익형량

의 결과를 재평가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적 고찰을 거친다.21)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형사법제를 가지게 된 

이래 우리 형사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22) 제18조를 신설할 때에도 

의무범으로 구성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다.23) 비록 우리 형법 제18조의 입법 단계에서는 이 조문이 의무범적 요

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도 Roxin 교수가 

의무범 개념을 설파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서 제18조의 부작위범 조문을 어떠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 

가령 의무범적 관점 – 여부와, 부작위범 조문을 어떻게 하면 더 형법이

론에 부합하게 혹은 인권부합적 측면으로 개정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는, 독일 조문을 참조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경성(硬

性)을 자랑하던 형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자주 개정되고 있다.24)

의무범 이론을 확립한 Roxin 교수도 의무범과 지배범의 구별은 목적론

적인 문제, 그것도 개별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이고, 입법자는 자신의 의

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의무범과 지배범 중 어떤 것으로 형성할지를 선택

한다고 보고 있다.25) 입법 당시와 달리, 현재의 형사제도는 반드시 입법 

당시의 기준으로 설명하려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입법 

당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제18조 규정을 의무범적 규정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

까 생각된다.  

물론 성립경위에 있어서도 현행 독일형법 제13조는 이론적 발전단계의 

최종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그 발전 도상에서 일정 시점의 논의와 타협을 

20)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고양: 피앤씨미디어, 2018, 86면.

21) 최준혁, “상상적 경합과 양형”, 사법 제45호, 사법발전재단, 2018년 9월, 66면.

22) 이상원, “판결, 대법관, 사법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83면.

23) 이용식, “의무범 이론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년 3월, 369면. 

    한편 당해 구성요건이 특별의무위반과 별도로 일정한 행위태양을 구체적으

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의무위반만으로 정범성을 근거지운다는 의무

범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성돈, 주 56)의 글, 41면.

2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9판, 서울: 박영사, 2017, 머리말 i면.

25) 이용식, 주 23)의 글, 제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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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결과물에 불과하기는 하다.26)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부작위 조문

이 반드시 독일의 부작위 조문과 같은 형태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

고, 조문 외적으로도 한국에서 부작위범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적극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기대불가능성 간

의 경우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들을 전

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

성의 판단기준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인 독일형법 

제323c조 구조불이행죄에 의거한 일반적 구조불이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2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결국 부

작위 살인죄 같은 부진정부작위범은, 사마리아인법을 보증인에게만 적용

하는 축소된 사마리아인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마

리아인법을 인정하면서 부작위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에 대한 좋은 

반박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법은 일종의 진정부작위범이고 이는 보증

인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인 부작위 

살인죄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이유와 구조불이행죄

독일에서는 구조불이행죄가 형법28)에 속해 있는데, 이 조문은 개인적 

법익 파트에 있지 않고 방화죄�교통방해죄 등의 죄를 규정하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 파트 ‘제28장 공공위험의 죄’에 속해 있다. 죽어가는 사

람을 구해주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 개인적 법익 차원이 아니라 사

회적�국가적 법익 차원에 가까우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사

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자는 취지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Jakobs

26) 오병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형사법

연구 제2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74면 이하 참조.

27) 윤종행,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년 7월, 122-123면.

28) [독일형법 제323조c]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

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

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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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 중 ‘소극적 의무’가 아닌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의 설명

도 가능한 것이다.29)

사마리아인법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잖은 법철학자들

도 사마리아인법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마리아인

법의 일종인 구조불이행죄는 보증인지위가 없는 행인들한테도 부작위로 

구조의무(Rettungspflicht)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보증인지위가 

있는 자인 선장, 부모 등에게는 부작위범을 더욱이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마리아인법은 인정하자고 하면서 부작위범은 인정하

지 말아야 한다는 형용모순(Oxymoron)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보증인지

위가 없는 행인들에게도 구조의무를 부과하는 사마리아인법은 인정하고

자 하면서,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위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건 다소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보증인지위가 있으

면 작위와 부작위를 나누는 실익이 크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보증인지

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다면 처벌이 되는 

게 옳을 것이다.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구조불이행죄에 해당되는 사마리아인법도 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본다면,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위

범을 인정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할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

약 부작위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법도 인정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주장은 논리일관성이야 있을 것이다. 비록 

법익이 더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종종 결과 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구조불이행죄와 달리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만 보증인 책임을 묻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

소 회의적이다.

나. 의무범의 의의

29) Positivpflicht와 법의 실정성(Positivität)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지만  Positivpflicht가 Hegel의 Positivität의 관점과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적극적 의무 인정여부를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제정법 등 여하한 형태로의 실정법 하에 적극적 의무를 인정

하는데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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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의무 개념

일찍이 Feuerbach는 부작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즉, 시민들이 본래 가지는 의무는 부작위 

의무이고, 부작위범 처벌에는 특별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30) 아마 여기에서 특별의무라는 개념이 파생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형법에 있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죄가 되는 범죄를 의무범이라 하

는데, 의무범은 신분범(Sonderdelikt, Statusdelikt)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배임죄�유기죄 등을 의무범으로 볼 수 있는데,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

치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게 되면 성립한다. 

물론 배임죄의 신임관계 역시 형벌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

다.31) 은행지점장 판례32)에서, 은행지점장은 은행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대출해 주었다면 의무에 위배되

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행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장 본인이 이익을 취한다면 배임에 해당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담보를 받지 않고 불량대출 해주는 것이 배임죄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공무원범죄도 사실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임

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공무원범죄는 의무범이고, 따라서 행위지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체로 의무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유기죄나 배임죄에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

보면, 일단 유기죄 조문인 제271조 제1항에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고 하여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유기죄는 의무범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배임죄 조문33)에는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는 않고, 

30)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4, Aufl, 24절.

31) 강동범,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

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최신판례분석,  

Vol. 718, 2016년 8월, 616면.

3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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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의무로 봐야 하는지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

고 배임죄가 의무범이 아닌 것은 아니다. 판례도 배임죄 관련 판결에서 

‘의무’와 ‘임무’를 혼용에서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진정부작위 

관련 판례인 세월호 판결에서도 의무와 임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임무는 의무와 유사한 성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인가?

최근 배임죄 판례34)에서도,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

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정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 가

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임무위배행위가 의무위반행위와 어느 정도 밀접관련성을 

가지는지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법규범에만 국한되어 작위의무가 발생해야 

하는 게 옳다는 견해도 있다. Konstanz대학 Böhm 박사의 주장인데, 계약

이나 선행행위(Ingerenz)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35)로 보인다.

배임죄와 관련한 예로, 가령 재산관리인이 여럿 - 세 명 -이 있다고 가

정해 보자. 세 명이 이 재산을 처분해서 나누어 가지려고 결심하고, 그 

중 한 명인 甲이 관리하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나머지 乙과 丙은 처

분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에게는 행위지배가 없는 것이다. 그

렇다고 乙과 丙에게 배임죄가 불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乙과 丙에게도 

배임죄가 성립할 것이다. 예비단계에서 불가능하게 됐다면 배임예비죄는 

따로 없으니 무죄가 되겠지만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면 甲, 乙, 

丙 모두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배임죄는 지배범이 아닌 의무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 Roxin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36)  

33)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35) Böhm, Garantenpflichten aus familiären Beziehungen, 2006, S.933-938ff

36)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7. Aufl., 2000, Berlin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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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범 기준 적용 논의

Roxin 교수에 따르면 입법자는 구성요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죄형법정주

의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

째 방법은 가능한 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정범의 결정적 표준은 행위지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형법외적인 영역(예컨대 행정법이나 사법(私法))에서 이미 당사자들 사이

에 확정되어 있는 의무를 원용하여 구성요건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범죄에 있어서 정범은 법익침해에 있어서 행위지배를 한 자가 아니라 

법익을 보호해야 할 특별의무를 지닌 자이다.37) 그런데 독일에서도 의무

범에 있어서의 의무가 전형법적의무 혹은 형법외적의무에서 말하는 특별

의무라는 주장은 타파돼 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가

령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을 들어 행정법에서 공무원의 범죄를 규정하였

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범죄를 직접 형법에서 규정한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행정법에서 애초에 규정했던 청렴의무를 들어, 굳이 형법외적

의무라고 얘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수뢰죄 조문 체계 내에서 청렴의

무를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무범

의 의무를 형법외적인 의무에서 찾아야 될 근거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

을 것이다. 형법적 의무도 의무범에서의 의무가 될 수 있기에, 형법 조

문 내 유기죄나 유기치사죄 배임죄에서 말하는 의무도 의무범의 의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우리 형법 배임죄 조문에 있

어서는 임무라는 단어만 포함되어 있으며, 의무라는 단어는 조문에 포함

돼 있지 않은 반면, 독일형법 배임죄 조문에는 의무라는 단어가 직접 포

함돼 있다.38) 우리나라에서도 임무라는 단어를 의무라는 차원으로 해석

York : Walter de Gruyter, 2000, 355면 이하

37) 원형식,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

형사법학회, 2003, 223면.

38) [독일형법 제266조 배임죄 제1항]

   ① 법률,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를 통해 인정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

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또는 신용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해야할 의무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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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굳이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무범

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형법 내적의무(內的義務)도 의무범에

서 말하는 의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과 의무범이라는 것은 양(Positiv)의 상관관계에 있

기는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의무범에 있어서 의무

는 형법상의 의무와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를 구별하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법의 영역이 어떤 것이든 특정 행위자에

게만 인적으로 결부되는 의무를 개별 구성요건의 분석을 통해 판단하여

야 한다.39)

의무범을 인정해야 하고, 의무범에 있어서는 의무 없는 자가 의무범의 

의무주체와 공동하여 행했더라도 의무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다40)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의무범에 있어서도 의무 있는 자끼리의 의

무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가 있다. 

Roxin 교수는 지배범과는 달리 의무범에서는 정범성립의 근거가 정범행

위의 외부적 성질에 있지 않고 행위자가 떠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요

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41) 사회적 역할의 요구라는 

측면은 꽤나 정확한 지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휴일에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생물학과 학생이 샐러드

에 유해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유해한 곰팡이균인 줄 인식했음에도 불

구하고, 손님에게 그대로 샐러드를 제공하고 손님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써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부작위 방조로 처벌할 수 있고,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보증인지위적 측면에 있어

서, 생물학과 학생의 역할이 아니라 웨이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

기 때문일 것이고, 웨이터에게는 곰팡이균이 유해균인지 아닌지 판별할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에 웨이터로 일하는 동안에 이러한 손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지언정 그 생물학과 학생은 그러한 사망을 피하

기 위한 보증인은 아닌 것이다.42)

39) 이용식, 주 23)의 글, 371면.

40) 이수진, “의무범의 타당성과 그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면.

41) 앞의 글, 5면.

42) Jakobs, Gedächtnisschrift für Armin Kaufmann, 1989, S. 271, 28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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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무범과 지배범

가령 유기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배범으로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인

데43), 독일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생각건대 

유기죄는 의무범에 가깝다고 보인다. 의무범은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판

단하지는 않는다. 또한 보증인의무가 존재하면 작위 방조를 하더라도 작

위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위 정범이 될 것이다. 부작위 방조를 

하더라도 부작위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정범이 될 것이다. 

유기죄는 각칙에 유기죄의 성립요건을 명시한 진정부작위범이다. 부작위

로 유기를 하든 작위로 유기를 하든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유기죄

를 부작위로 방조하더라도 유기죄 정범이 된다.44) 왜냐하면 유기죄는 의

무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유기죄를 의무범이라 판단할

지는 미지수이다. 아마 지배범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기죄는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기죄를 

의무범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우리 형법 배임죄에는 ‘의무’

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독일 형법 배임죄에는 의무라는 단

어가 조문 내에 있어 의무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형법 제266조는 대내적 ‘신임관계’를 명시하고 있다.45) 의무범

설46)을 주장하는 Roxin 교수도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schaft)을 인정하면서, 의사지배를 인정했다. 배임죄가 의무범이기는 

하지만 배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때에는 의사지배가 인정이 된다는 

43) 한정환, “지배범, 의무범, 자수범”,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법

학회, 2013년 6월, 11면.

44) 부작위가 방조(촉진) 정도인가 정범(지배) 정도인가에 따른 구별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45) 원혜욱, “배임죄의 개정방안 -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년 12월, 809면. 

46) 김동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

호, 통권 제9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60면에서는 의무범(Pflichtdelikt)

이 독일에서 부작위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독일 내 다수설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Roxin과 Jakobs 교수 등 대가들이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다수설

의 지위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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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령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회삿돈으로 

뇌물을 주어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실제로는 뇌물 받을 

사람들에게 운전기사가 전화하고 계획을 하는 등 각 사안별로 ‘행위지

배’를 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운전기사가 전부 만나고 다닌다 하더라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일 것이다. 행위지배를 한 운전사는 배

임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대표이사는 행위지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도 의무에 위반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배임죄 등 의무에 위반하

는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정범을 결정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정범이 되고 대표이사는 공범에 그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범이 될 

수 없다. 행위지배 기준은 신분범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범에서도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범설

이 부진정부작위범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과는 다소 양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의무범의 경우 정범표지를 규범적인 의무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의

무범에 해당하는 진정신분범이 문제될 경우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

는 도구(Werkzeug)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이용자를 간접정범으

로 볼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 그 피이용사실을 알고서 행위한 신

분 없는 피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성립된다고 한다.47)

① 유기죄를 지배범으로 보는 견해

입법자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에 유해하여 범행으로 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정해놓은 경우가 많

고, 살인�사기�유기�방화�교통방해 등 다수의 구성요건들이 그 예인데, 이

런 형태의 구성요건, 범죄행위(Criminal act)에서는 범죄행위의 지배 즉 

범행의 통제․제어․장악이라는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능하므로 

이를 행위범 또는 행위지배범이라고 칭한다48)고 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유기죄도 지배범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654-655면.

48) 한정환, 주 43)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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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기죄를 의무범으로 보는 견해

유기죄가 의무범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서는 일체의 부진정부

작위범이 모두 의무범에 해당하고, 우리 형법상 사인의 직무상 신분범죄

와 유기행위(횡령, 배임, 일반유기,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에도 의무

범이며, 우리 형법상으로 공법상 특별한 의무를 전제한 대부분의 공무원

의 직무상 범죄(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수뢰,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도 의무범49)이라

고 한다.

라. 형법외적의무에 국한되지 않는 의무범 이론

① 이론적 근거

公法上 특별한 의무를 전제한 대부분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의무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진정부작위범, 횡령, 배임, 유기죄까지 모두 의

무범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외적 특별의무(Außerstrafrechtli

che Sonderpflicht)나 전(前)형법적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의무범과 관련된

다는 이론은 이미 김일수 교수나 서보학 교수 등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부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법영역에 단일한 행위규범체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법

규범과 형법외적인 규범을 구별해서는 아니 되며, 형법의 제재규범으로

만 설명될 수 있는 행위규범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규범은 형법외적인 규

정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이유로 형법 내적의

무를 의무범의 규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50) Roxin

은 형법외적 특별의무란 신분법상 비밀엄수명령이나 공법상 공무원의 의

무와 같이 형법보다 선행하여 부과된 의무로 파악한다.51) Roxin 교수가 

49)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2판, 서울: 박영사, 2014, 423면.

50) Stein, Ulrich, Die Strafrechtliche Beteiligungsformenlehre, Berlin: Duncker 

und Humblot, 1988, S.214. 굳이 형법외적의무와 형법내적의무를 구별할 실익

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51)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7. Aufl., 2000,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0, 3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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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특별의무도 결국에는 형법적 의무이고 다시 말해 의무범의 특별

의무란 형법이 前刑法的인 특별의무 중 일부를 특정 법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통해 형법적 의무로 받아들인 것이다.52)

형법규범은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에

게 해가 되는 불법을 결의하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복잡한 거대한 산업 사회에서 법조차 

평가규범적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53) 의

무범에서의 의무란 형법이 특정한 법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

영역에서의 의무를 형법적 의무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일진

대, 법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형법이 아닌 다른 법영역에 먼저 규

정하면 의무범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의무범이 아니라고 하여 의

무범의 성립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54)

② 그간 신분범 이론에 대한 변화 근거로서의 형법 내적의무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또 있다고 보인다. 결국 기존에 공법상 특

별의무 위반이 의무범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에서는 신분범과 의무범의 

실질적 차이를 제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무범이나 신분범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법외적 특별의무뿐 

아니라 형법 내적인 의무위반(이는 형법 조문 내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

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도 모두 의무범과 관련되고, 부진정부작위범도 

의무범이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기존에 형법외적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 범죄나 행정범죄와 주로 관련됐던 의무범 규정 개념이 이

제는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신분범과는 그 궤를 같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분범과 의무범이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의무범이 형법외적 특별의무에 

위반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의무범이 신분범보다 좁은 개

념55)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의무범이 형법외적 특별의무에 위반하

52) 김동률,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60면.

53) 정영일, “형법상 불법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제5권, 1992, 38면.

54) 이용식, 주 23)의 글, 361-362면.

55)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503면에서는 진정신분범 가운데 행위자관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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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의무범이 신분범보다 좁

은 개념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분범은 의무범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의무범과 신분범 관련한 논문에서 따로 다

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신분범 개념에서 제33조를 적용함에 있

어서는 형법각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제33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형법총칙과 관계된 부분 – 가령 제9조 형사미성년자 관련된 부분 - 을 

신분개념으로 보아 제33조를 통해 적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배범과 의무범이 정범성 표지를 서로 다르게 보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Roxin의 정범설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취하는 입장56)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범을 인정하는 대신 신분범을 인정해야 하

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만한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신분범의 성질을 고려하면 당해 범죄의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경우가 당벌성의 내용이 더 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57) 이하에서 의

무범과 신분범 이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보겠다.

(2) 의무범과 신분범

부작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형법각칙의 개별적 구성요건

해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특별한 정범표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인 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횡령 배임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

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은 해당 신분을 가진 자만이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58)

부작위범의 공범을 논함에 있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자만이 범할 

신분범은 의무범에 해당하지만 결과관련적 신분범은 의무범이 아니라는 견해

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무범은 신분범의 특수형태이므로 의무범은 신분범

보다 좁은 견해이다.

56) 김성돈, “이른바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 록신의 이론을 중심

으로 -”,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상

권), 1997, 42면.

57) Langer, Das Sonderverbrechen, 1972, 503면 이하.

58)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서울: 홍문사, 2016, 719-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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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진정신분범과 유사하지만, 작위의무자를 신분자라고 할 수는 없

는 바, 이는 퇴거요구를 받은 자, 해산명령을 받은 자 등을 신분자라고 

할 수 없어서 진정부작위범을 진정신분범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59) 아마도 부진정부작위범을 신분범이 아니라 의무범에 가까운 

입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의무범은 신분범 유사 성

격이기는 하지만 의무범이 곧 신분범은 아니라 생각된다.

신분범으로 보아야 한다면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 그 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고, 다만 협의의 공범 성립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와 공동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

면 그 범위가 어떠한지60), 그리고 그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무엇인지

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61) 오영근 교수는 만약 부진정부작위범

을 진정신분범이라고 본다면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

범이 모두 성립할 수 있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을 진정신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3조는 적용될 수 없고, 공범의 성립여부는 별개로 논해야 한

다고 본다.62) 이는 횡령, 배임, 수뢰, 위증죄처럼 일정한 신분이 있을 경

우에만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어야 제33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제33조 본문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부분을 제한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무범 이론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범과 신

분범은 다른 개념이고, 의무범을 신분범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신분범은 가벌성을 제한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데 

신분범 조문이 역으로 가벌성을 확장하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신분자가 

아닌데도 공범으로 제33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 그러하다. 의무범의 

의의는 가급적 신분범의 가벌성을 제한하자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의무범과 신분범은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겠지만, 가령 존속살해죄에

서의 존속이라는 표지를 신분범의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무범

으로는 볼 수 없다. 의무범은 신분범보다 가벌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범에서의 특별의무는 불법요소이므로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신분만

59) 오영근, 형법총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18, 176면.

60) 작위 공동정범에서라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부작위 공

동정범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61) 이용식, 형법총론, 제1판, 서울: 박영사, 2018, 32면.

62) 오영근, 주 59)의 책,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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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소극적 신분�감경적 신분은 여기서 제외되는 반면 신분범의 

신분은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감경적�소극적(책임조각적, 형벌조각적) 신

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의무범에서의 특별의무를 신분범

의 신분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63)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

범, 교사범 및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분이 없는 자도 진정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결과 협의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따라서 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의무

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64) 결국 의무범 이론은 가벌성을 제한하는 

좋은 도구인 것이다. 진정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은 애초에 가벌성의 존

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기능했다. 배임죄를 범할 일정한 신분이 있고, 

수뢰죄를 범할 일정한 신분이 있고, 위증죄를 범할 일정한 신분이 있어

야 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신분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진정신분범

에서의 신분65)은 가벌성의 존부가 아니라 가벌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

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의무범이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면, 

의무범의 경우에서도 신분은 가벌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신분으로부터 가벌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의무의 

강약을 판단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분으로부터 가벌성

의 존부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가벌성의 강약까지

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나, 가벌성의 강약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

의 강약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뒤에 나올 의무의 강

약설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부진정신분범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 영아살해죄라든가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감경되기도 하고 가중되기도 한다. 

63) 원형식, 주 37)의 글, 225면 이하.

64) 이용식, 주 23)의 글, 336면.

65) 참고로 신분은 누구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범 외에 행위자의 특별한 

의무지위가 범죄성립요소가 되는 진정신분범과 가감요소가 되는 부진정신분

범이 있는데, 이러한 신분요소를 결과반가치에 결부되는 것으로 보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는 행위반가치의 객관적 요소로 보는 것이 옳다(성낙현, 

“인적불법론에서의 불법내용”, 영남법학 제31호, 2010,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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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존속살해죄가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존속살해죄 규

정을 두고 있다. 영아를 살해했든 존속을 살해했든 살인죄의 조문을 두

고 있는 이상 살인죄로 의율하고 살인죄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량을 판단

하면 될 것이지 따로 영아살해죄나 존속살해죄를 둘 필요가 있을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이다. 신분범과 의무범은 유사한 면이 있어도 다르다. 가

령 신분범과 의무범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존속살해죄에서 아들이라는 신

분이 의무범에서의 (특별)의무는 아니지 않은가.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

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법은 독재체제나 전제정치에서 행위자에 대한 제

제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통제의 한 분

과로 자리를 잡아 행위자형법이 아닌 행위형법을 원칙으로 삼는다.66) 그

런데 우리 대법원판결67) 중에는 행위요소인 목적을 행위자요소인 신분으

로 파악하고, 비신분자가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에도 제33조를 적용하도

록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대법원이 제33조를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제33조 단서의 

문리해석에 반하고,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논리일관성을 결여하

고 있다고 한다.68) 우리 통설은 신분은 행위자(Täter)요소로 보고 있다. 

반면에 목적은 고의, 과실, 불법영득의사 등과 같이 주관적 구성요건요

소로서 행위(Tat)요소이지 행위자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형법상의 신분개념에 대해 비중있게 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신분범을 논할 때의 ‘신분개념’은 대체로 헌법에서 논하는 신분개념을 

차용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외국인�내

국인 등도 신분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제33조를 논할 

때 외국인�내국인 등을 굳이 신분범 개념의 신분으로 기능케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내외국인 구별은 굳이 제33조로 가지 않고 제30조 

66) 이상돈, 형법강의, 제1판, 파주: 법문사, 2010, 81면.

67)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68) 오영근,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7, 17-18면 

    판례의 부당성을 계기로 우리 형법의 신분개념과 독일형법의 특수한 행위

자 요소(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가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구별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구별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와,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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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으로도 의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도강간죄에서 강도강간범은 신

분범인가? 이 또한 신분범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신분범 개념의 신분

을 적용함에 있어서 굳이 제33조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독일형법 제14조는 특별한 인적요소

로서 신분표지로 사용된다. 독일에서는 비신분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

는다. 한국에서도 비신분자를 굳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더

라도 1/2 감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 의무범 이론의 등장 배경과 신분범의 견련관계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

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및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

여, 신분이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협의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

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따라서 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의무범 이론이 등장하였다.69) 그렇지만 

의무범 이론은 비단 제33조 때문에 생긴 이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

에서는 비신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범 이

론이 있기 때문이다. 

의무범은 의무의 이행이 범죄의 중점을 이루는 범죄유형을 의미하는

데70), 의무범에 있어서 의무는 형법외적 특별의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

어진다. 형법상의 의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므로 행위지배의 한계사례라는 별도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71) 그러나 형법외적 특별의무라고 할지라도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결국 형법(광의의 형법을 포함)에 규정되어야만 의미

가 있는 것이므로, 형법에 규정됨으로써 형법상 의무의 범위로 들어온다

고 할 것이다. 결국 형법조문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

서 의무범은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만을 일컫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옳지 

69) 이용식, 주 23)의 글, 336면.

70) 신동운, 형법총론, 제9판, 파주: 법문사, 2015, 575면.

71) 이수진, 주 40)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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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도 보인다.

나. 의무범과 신분범의 구별

Roxin 교수는 의무범이란 누구나 행위지배만 있으면 정범이 될 수 있는 

지배범과는 달리 형법적 구성요건 이전에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특

별한 의무(Vortatbestandliche Pflicht)를 위반한 자 – 前형법적 의무를 위

반한 자 - 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이라고 했고 특별한 의무의 

침해는 그 자체로 정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72) 그렇다면 

신분범과 의무범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학설

A. 의무범과 신분범 구별을 긍정하는 입장

의무범이 신분범과 다르다는 견해에 따르면 신분범은 단순한 사회적 지

위에 의해 성립되는데, 의무범은 신분범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분범과 Roxin 교수가 주장하는 의무범

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73) 의무범은 신분범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74) 그 이유는, 의무범에 있어 특별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정범성을 의미하는 반면 신분범에서의 신분은 단지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불과한데, 의무범에서의 특수의무는 [시작 단계에

서] 형법외적인 의무를 형법의 구성요건이 받아들인 것이지만, 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특수한 신분을 요구하되 형법외적인 의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에, 정리하면 의무범이란 신분범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

72) 김동률, 주 52)의 글, 58-59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공문서

를 작성케 한 공무원은 범행과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주어

진 특별한 법적 의무를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범이 된다. 반면 직접 허

위공문서를 작성한 비공무원은 행위지배가 인정되더라도 진정한 공문서를 작

성해야 할 특별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공범일 뿐이다.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교사하여 독직폭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공무원이 직접 폭행하지 않

고 행위지배론의 관점에서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였을지라도 그는 자신

이 지니는 특별한 신분적 의무 때문에 정범이 된다.

73) 이수진, 주 40)의 글, 5면.

74) 김동률, 주 52)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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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75)

신분범의 신분은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감경적, 소극적(책임조각적, 형

벌조각적) 신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인 반면 의무범의 특별의무

는 불법요소이므로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신분만을 의미하고 감경적, 소

극적 신분은 여기서 제외되므로 신분범의 신분보다 좁은 개념이다.76) 이

런 의미에서 Jakobs는 신분범을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넒은 의미의 신분범’과 의무범과 동의어인 ‘좁은 의미의 신분범’으

로 구분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신분범이 의무범은 아니지만 의무

범은 예외 없이 신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77)

B.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 대신 신분범으로 보려는 입장

의무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들과 종래 신분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들의 관

계를 어떻게 파악할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 

신분범으로 분류되어 온 범죄를 의무범으로 분류하게 되면 의무 없는 자

가 의무 있는 자의 의무범죄에 가담한 경우 의무범죄의 공범은 될 수 있

지만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에서 굳이 신분범 

외에 의무범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있

다.78) 이 입장은 의무범은 신분범의 특수형태 정도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의무범의 특성은 전형법적 특별

의무의 침해만이 정범성을 근거 지우기에, 범행지배같은 다른 표지의 존

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적으로 특별한 의무

침해가 없는 한 비록 행위지배가 있어도 행위자는 정범이 아니라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의무범은 우리 형법규정과 맞

지 않으므로 신분범과 자수범(Eigenhändige Delikt)만 인정하게 될 수도 

75) 앞의 글, 61면.

76) 원형식, 주 37)의 글, 225면 이하.

77) 김동률, 주 52)의 글, 61면.

78) 김성돈, 주 47)의 책, 591면.

   참고로, 김성돈, 주 47)의 책, 543면에서는, 제18조에서도 위험의 발생을 방

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를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만이 당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18조에 의해 부진정부작위범은 신분범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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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당해 구성요건이 특별의무위반과 별도로 

일정한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의무위반만

으로 정범성을 근거지운다는 의무범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79)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규정과 의무범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일견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 형법규정에 의무범

을 인정 못 한다고만 볼 바는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반면 신분범 의무

범 자수범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어 행위지배설이 한계를 갖는

다는 견해80)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제33조의 적용범위와 관

련해서 의무범 이론을 받아들이면 제33조 적용범위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의무범 이론이 제33조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81) 부분에 있어서는 제33조

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 없는 가담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의무범 이론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무 없는 가담자는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결과방지 의무 있는 자

의 부작위만을 형법상 불법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

성요건해당성에서 부작위 주체를 분명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82)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을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분범의 개념을 계속 확장하는 경향

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래에는 신분범의 개념의 외연을 계속 넓혀 

제33조로 다 해결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의무범은 신분범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무범과 신분범이 많이 다른지 적게 다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을 신분범으로 보는 입장은 의무범의 성

립범위를 넓히는 격이 되므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분범으로 보는 견해

에서도 의무범성을 부정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

확한 결론이 있지는 않기에 일단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에 가깝다고 

79) 김성돈, 주 56)의 글, 41면.

80) 김성돈, 주 47)의 책, 590면.

81) 김성돈, 주 56)의 글, 42면.

82) 김성돈, 주 47)의 책, 5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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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태지배는 의무범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행위지배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혹은 의무범적 성격과 행위

지배적 성격을 둘 다 띤 중간적 성격인 것인가? 사태지배에 대해 행위지

배와 의무의 내용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인식하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

정범 성립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

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83) 그런데 사태지배라는 단어는 

부작위범에서의 의무위반을 행위지배적 성격으로 보려고 하는 조어(造

語)일 뿐이고, 사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기준이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사태지배의 성질이 무엇인지 묻

는다면 애초에 사태지배라는 단어가 부작위범에서의 의무위반을 행위지

배적 성격으로 보려고 하는 조어적(造語的) 성격을 지닌 이상, 과연 사태

지배라는 어휘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태지배라는 단어는, 

부작위범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사태지배 대신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가? ‘의무

와 책임, 의무의 강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보다 이치에 맞다고 생

각한다. 그렇게 되면 부작위범에서 행위지배적 성격이 빠진 채 의무범적 

개념으로 상황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확하게 될 것이다. 부작위에서 정범

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규범적 기준, 즉 부작위범의 불법을 구성하

는 의무의 내용이 된다는 점은 옳지만 사태지배라는 것이 의무의 내용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판례는 사태의 지배라는 요소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이 아닌 

부작위범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형상(Bild)84)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 근거로써 고의는 범

83) 이창섭,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 형사법연

구 제2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6년 6월, 160면.

84) 형상이라는 어휘를 Figur 또는 Bild로 많이 번역한다. 행위형상(Tatbild)으로 

표현하든 법형상(Rechtsfigur)이라고 표현하든 혹은 차원(Dimension)이라고 표

현하든 이러한 개념이 행위지배설과 의무범설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할 수 있

는 개념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고 보기에,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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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구성요건표지(Tatbestandsmerkmale)를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고, 범죄지배를 인정하기 위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개념이지 범죄지배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 통설적 견해에 따를 때 수인이 고의행위로 하나의 범

죄에 참여한 경우에 비로소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 즉 누가 범죄지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범죄지배가 인정되는 자, 즉 정범

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85)가 있다. 타당한 지적

이다. 부작위범의 책임요소는 작위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형태, 책

임능력(Schuldfähigkeit),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이며 작위범에 대

한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지만 다만 부작위범에서 보증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 될 

것이다.86) 다만 <부작위범의 ‘책임’요소 여부>와 <의무와 책임 관계에 

있어서, 의무란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에서의 책임이라는 의미>

를 혼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수인이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관계된 때, 각자가 어떠한 죄책을 지어야 

하는지가 보통 문제가 된다. 보증인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부작위범에서 

범죄 주체로서의 요건이고, 부작위범을 일종의 신분범으로 파악할 수 있

다면 그런 신분을 가진 자만이 정범으로 될 수 있다. 배타적 지배가 부

진정부작위범의 정범요소라고 하는데, 정범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그것

만으로 족하지 않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 그리고 부

작위범에 대해서는, 행위지배의 유무가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정범성의 기준으로 된다.87)

이러한 신분은 위법신분이며 또한 법익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관여자에

게 연대적으로 작용하는 신분이다. 즉,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자(비보증

인)라도 그 지위에 있는 자(보증인)와 공동으로 정범처럼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면 제33조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보증인이 아닌 자가 보증인에 의한 부작위의 범행에 관여한 때 교사 방

85) 허황,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 부

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제61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8, 293-294면 주 59).

86) 원형식, 형법총론, 서울: 진원사, 2014, 386면.

87) 井田 良/신양균 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서울: 진원사, 2009,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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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그친다면 여전히 제33조의 적용으로 비보증인도 교사범 또는 방조

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88) 방조범의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

주는 행위로서 우리 형법은 방조의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주는 행위라면 어느 것이나 방조가 

될 수 있기에, 방조범의 행위는 무정형�무한정한 것이다.89) 그런데 작위

와 달리 부작위범에서의 비보증인이 제33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은 부작위 공동정범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다루

겠다.90)  

또한 공동정범으로 되는 자와 교사 방조에 불과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

는지도 문제가 되는데, 정범과 공범이 위법유형으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나쁜지 여부

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는 없고, 결과발생을 향한 주관적 심정의 차이로 

구별할 수도 없을 것인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가령 보증인이 식사를 

주지 않는다든가 병원에 운반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결

과를 발생시킨 것이 처벌의 대상으로 되므로 비보증인이 부작위 자체의 

실행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은 부작

위에 그친다는 보증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가 정

범성의 기준으로 되고, 비보증인이 보증인에게 작용하여 작위의무의 이

행을 단념하게 한 때 그것은 공동정범으로 될 것이다.91)

C.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으로 보려는 입장

의무범은 의무의 이행이 범죄의 중점을 이루는 범죄유형을 의미하는

데92), 의무범에 있어서 의무는 형법 이전의 특별한 의무위반을 본지로 

하는 범죄유형 즉,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라고 일반적으로 논의돼 왔다.93)

88) 앞의 책, 411면.

89) 문성도, “형법 제34조 제2항의 법적 성질”, 경찰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

경찰법학회, 2006년 12월, 18면.

90) 보증인의무가 없는 자의 부작위는 제3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91) 井田 良/신양균 역, 주 87)의 책, 411면. 이렇게 생각하면 보증인이 아닌 관

여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으로 처벌되고,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을 것이다.

92) 신동운, 주 70)의 책, 575면.

93) 김성돈, 주 56)의 글, 1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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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의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있

는 것이므로 행위지배의 한계사례라는 별도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94)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형법외적 특별의무라고 할

지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결국 형법(광의의 형법을 포함)에 규정되

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법에 규정됨으로써 형법상 의무의 범위 

내로 들어온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작금에 있어서는 의무범에 있어서의 

의무가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라고 일반적으로 회자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도 의무범에서의 의무가 ‘형법외적인 특별의무 – 다시 말하면 

前형법적 의무 – ’라는 측면이 많이 약화됐다. 의무범에서의 의무는 형

법에서 말하는 의무도 포함이 된다. 꼭 형법외적인 의무여야 하거나(전

형법적 의무이어야 하거나) 한 것은 아닌 부분이 있다. 

부작위범이나 신분범 등 소위 의무위배범(Pflichtdelikt)에 있어서 정범의 

성립여부는 행위자가 당해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의무를 위

반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표준에 관한 

총론적 학설은 특별의무위배라고 하는 각칙상의 표준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총칙에 대한 각칙우선의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95) 특별의무를 설명하면서, 형법외적 의무라는 어휘를 쓰지 않고 총

칙/각칙만 언급하고 있다. 형법외적 의무에 국한된다는 언급은 따로 없

다고 보여진다.

의무 없는 자는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무범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이는 행위지배의 한계사례로 작용한다.96) 작위범의 정범�공범 구별

기준과는 전혀 다른 부진정부작위범만의 정범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도구’(Theoretisches Werkzeug)가 필요하기에 주된 이론은 아니지만 의

무범론이 제시되기도 한다.97) 의무범의 의무란 형법이 형법외적인 특별

의무 중 일부를 특정 법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통해 

형법적 의무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98) 의무범에서 직접정범과 간접

정범의 구별은 범행매개자가 중간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94) 이수진, 주 40)의 글, 83면.

95) 임웅, 형법총론 제10정판, 파주: 법문사, 2018, 433면.

96) 이상돈, 형법강론, 제2판, 서울: 박영사, 2017, 249면.

97) 김동률, 주 52)의 글, 56면.

98) 앞의 글,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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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범에서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차이는, 공동정범에서는 수인의 

의무위반자가 공존하는 경우이고, 간접정범에서는 특별의무부담자(Intran

eus)가 국외자(Extraneus)를 통해 범행결과에 이른다는 점이다.99) 부작위

범의 경우 구성요건에 기술된 결과를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자만

이 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과회피의무가 부작위범의 정범근거적 요소이

므로, 의무범 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은 특별한 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으로 파악한다.100) 우선 의무범은 특별

의무를 전제로 하는바, 감독보증인101)의 경우는 이러한 특별의무를 가지

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다면 의무범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독약을 관리 감독하는 간호사는 그 독으로 남자친구 A의 부인 B가 살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감독보증인으로서 정범이 될 수 있으나, 당해 법

익에 대한 특별의무가 없는 경우 바로 정범이 될 수는 없다.102)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서 행위지배 개념이 적용되는 지배범

에 대응하여, 형법외적인 특별의무103)의 침해만이 정범성을 근거하는 범

죄를 일컫는데,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란 특별의무의 내용이 형법상의 구

성요건에 기술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법영역에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

다는 의미이다.104) 의무범은 구성요건에 앞서 존재하는 형법외적인 특별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말하고, 

형법외적 특별의무의 침해 이외에 범행지배와 같은 다른 표지의 존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105) 이에 비추어 볼 때 김일수 서

보학 교수는 의무범에서 명시적으로 범행지배표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본고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인지에 대해 간단히 의문을 제기했지

99)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34면.

100)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147면. 

101) 감독보증인, 보호보증인 등에 대한 논점은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02)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277면.

103) Claus Roxin/김일수 역, 형법학 방법론=Kriminalpolitik und Strafrechtssytem, 

서울: 박영사, 1984, 35면.

104) 박상기, 형법총론, 제9판, 서울: 박영사, 2012, 371면.

105)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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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통 의무범으로 분류된다106)고 한다. 필자는 부진

정부작위범이 완전한 의무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② 검토

독일형법에서는 주로 유기죄와 배임죄를 의무범으로 보는 것 같다. 또

한 독일에서 위증죄도 의무범에 포함될 것이다. Jakobs 교수는 지배범과 

의무범을 구별하고 의무범에 대해서는 가치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

능하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아직 결말을 보

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Roxin 교수도 원래 의무범에 대해서 구성요건에 앞서 전제되는 형법외

적의무 침해자에 대해서만 정범이 된다고 주장하다가107), 그 견해를 변

경하였는데, 가령 공무원의 수뢰죄 같은 경우 행정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형법외적 의무라는 개념으로 의무범으로 처벌하다가, 형법 내의 수뢰죄 

조문에 그 구성요건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형법외적 의무가 아니

라 형법내적 의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형법

외적특별의무도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결국 형법(광의의 형법을 포

함)에 규정되어야만 의미가 있게 되므로 형법에 규정되는 순간 형법외적

이 아닌 형법적인 의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 이는 의무위반은 형법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

법 등 私法 영역에서의 의무위반을 기저로 하여 판단함에서 비롯된 비판

이라 보여진다.108) 애초에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가치성 판단은 

구성요건단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견해와, Armin Kaufmann처럼 불법과 

책임에서만 동가치성을 판단해야 하는지로 구별할 수 있다.109) 생각건대 

기본적으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그리고 의무범 부

106) 앞의 책, 423면.

107) Claus Roxin, Leipziger Kommentar Strafgesetzbuch: StGB, 11. Aufl., 1993, 

§25 Rand-Nr. 37.

108) Schünemann, Die Unterlassungsdelikte und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ür Unterlassungen, in: ZStW 96, 1984, S291이하 참조.

109) 정대관,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연구 : 특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중심

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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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애초에 입법자는 행

위지배 관점에서 형법각칙 조문들을 입법하면서도 몇몇 조문에서는 의무

범적 관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유기

죄 같은 경우 작위에 의해서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를 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살인죄 등의 범죄와 달리 동가치성 판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조문 내에 작위와 부작위 행위태양 모두에 의해 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작위 행위태양에 의해서도 작위 행위

태양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범할 수 있다면 이는 행위지배의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유무에 의한 범죄라는 측면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 조문을 형성

하다 보니, 의무범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게 된 것이고, 행위

지배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의무범설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

력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의무범에 대해 정리해서 체계를 설명한 책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의무범이론은 조문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 점이 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신분범과의 차이점이다. 의무범은 조

문을 전제하고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정에 대해서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부모, 공무원, 부부 간 혹

은 자발적 인수에 의한 의사의 치료 등에 국한되어야 함이 적절할 것이

다. 실제로 의무범이 문제가 주로 되는 영역은 조세범 처벌이나 또는 환

경범죄 영역 등에서이다. 법인이 납세의무가 있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

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들은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업무

를 할 때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연결된다면 그 중 어떤 개인

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110)을 부과하여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지를 확

정 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학살함에 있어, 

甲은 유대인을 기차에 탑승시키는 일, 乙은 유대인을 일정 장소에 들어

가게 하는 일만 할지언정, 이들은 유대인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고 이들 개개인이 직접 유대인을 살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인학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일 

110)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Schuld가 아니라 의무의 발생근거로써 예방의 측면

가지 가해진 Verantwortung의 개념에 가깝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 범죄체계론의 죄책(Schuld)이 아닌 별개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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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甲을 유대인학살에 대한 의무범의 정범으로 할 것인지 

乙을 정범으로 할 것인지, 그 확정을 짓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 범죄는 누가 살인을 하였고, 누가 절도를 하였는지 등 그 

범죄자가 명확히 구분이 되었던 바 많지만,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분업화

와 Outsourcing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확정짓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을 직접처벌해

야한다는 법인처벌이론도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위지배설로만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의 영역의 등장,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영역에서 의

무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정범(의무범 정범)의 확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의무위반자의 확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직을 직접 처벌

하기 위한 법인처벌이론의 등장하였다. 법인을 직접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의 난점으로 인하여 결국 법인이 아닌 개인을 처벌하되, 

의무위반자를 정범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자를 종범으로

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무범의 강약설까지 본고에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의무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의무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같다.

2. 구조의무의 법철학

일단 구조의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형법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로마법이든 게르만법이든 한

국법이든 일본법이든, 인류의 보편적인 기대와 합리의 축적이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기대와 합리는 법철학으로 응축되어 드러

난다. 형법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법철학적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만

은 없다. 물론 형법, 특히 대륙법계 형법에서는 형법 조문이 있기때문에 

조문의 틀 안에서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조문의 틀 밖에서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다. 조문의 틀 밖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런데 그 조문은 결국 기나긴 인류문명의 법철학적 지식과 경

험과 시행착오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 안에 이미 

인간사가 녹아있기도 하지만, 또 변화된 현실이나 형법철학적 관점에 맞

지 않는 조문은 개정도 되는 것이다. Dogma란 흔히 교리 또는 교의 등

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공적으로 적용되는 권위적 정언명령 정도로 해석

되고, Fide divina - 즉,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조주의적 해석 -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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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정착됐다. 이에 따라 Dogmatik이란 Dogma를 하는 주의�사조�신

조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Dogmatik의 번역에 있어서 Dogma를 

원전 또는 성경 또는 어떠한 고정된 텍스트를 신봉하는 채 해석하는 것

에 국한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Dogma란 어떤 언어로 번역되더라

도 모두가 완전히 100%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시

각에 의해 얼마든지 재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형법이론은 닫혀진 텍스트를 열어 거기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는 것이

며, 말해진 것 속에서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찾는 작업이자 사유 속

에서 새로운 사유를 분만하는 것이다.111) 우리 형법전의 조문들이 한글

로 쓰여있지만 100명 모두 그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이 동의할 수 있

는 문구 – ‘가령 14세 미만의 자’ – 등의 여지없이 확실한 문구가 아

닌 – ‘~로 인하여’ – 등의 문구에 있어서는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지 

아니면 객관적 귀속으로 해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열린 텍스트(open 

Text)를 대하는 시각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가령 ‘신분관계’라는 문언에 충실하여 제33조상의 신분에는 어느 정

도의 계속성을 요하는 것이 종래 우리 다수설적 견해였고, 이 견해에서

는 제33조는 신분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관계라는 표현에는 어

느 정도의 지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112)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

면 목적이나 동기, 경향 등과 같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

적 상태가 신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사용과 맞지 않

다.113) 하지만 가령 내국인�외국인 지위는 이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계 

혹은 계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과연 신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

한 의문은 있다. 모든 개인들이 평등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자유사회’(Free Society 

혹은 Liberal Society)라 부른다.114) 자유사회의 개념은 형법학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115)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에서 긴급한 위난을 당했

111) 이용식, 주 61)의 책, ii면.

112) 한상훈,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형사판례의 연

구(Ⅰ),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논문집 간행위원회, 2003, 701면.

113) 임웅, 주 95)의 책, 521면.

114) 최종고, 법철학, 서울: 박영사, 2002, 620면, 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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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모른 체하지 않고 상호협조와 연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공동체적 사회’(Communitarian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런데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회로부터 부당한 제약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취향, 능력 및 소질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되 이웃에 긴급한 위난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며 생존과 성취의 의의를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

회에도 귀속(Zurechnung)시키려는 태도를 가질 때, 이 사회는 ‘자유로

운 사람들이 모여 꾸민 공동체적 사회’, 즉 줄여서 ‘자유공동체(Libera

l Communi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16) 자유공동체의 법질서는 법과 

도덕이 구별되어 있되 반드시 항상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

과 도덕의 한계선상에 있는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정면으로 법에 승화시

킴으로써 공동체의 상부상조정신을 강제하는 긴급구조의무위반죄를 입법

화한 국가들도 적지 않다.117) 실정법의 정립과 발전은 입법자들의 독자

적 통치의사에서보다는 사회에서의 관행, 지배적 도덕의식, 관습법의 성

문화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법은 도덕원리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고 도덕의 법에의 삼투작용을 통해 법의 내적 도덕성이 형성되며, 형

법규정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법의 도덕화의 과정을 통해 정립된 사회윤

리규범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법전 중에 특히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관

련된 범죄와 처벌규정은 뒤르깽(Emile Durkheim)의 말처럼 시민들의 공

동체의식을 반영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대표적 규범장치가 된

다.118) 범죄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 다른 표현으로는 집합표상

에 대한 침해하는 – 요소이므로 형벌을 가하여 그 침해되는 부분을 제거

한다. 참고로 각종 긴급구조의무위반죄 같은 이런 각종 의무위반죄는 작

위범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진정부작위범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종 불이

행죄가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부작위범에서는 보증인지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나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의 경우에

도 불이행을 한 사람은 진정부작위범이 된다. 보증의무가 있을 필요가 

115) 유기천, “자유사회”, 유기천 전집 I,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 유기천교수기

념사업출판재단, 파주: 법문사, 2015, 9면 참조.

116) 오병선,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간이구조의무”, 사회과학연구, 3집, 

1994, 249면.

117) 임웅, 주 95)의 책, 547면.

118) 최종고, 주 114)의 책,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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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진정부작위범에서는 동가치성을 검토하지도 않는다.

구조의무에서 파생된 보증인의무는 가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

호의무(Obhutsplichten)와 감독의무(Sicherungs- oder Beherrschungsplicht

en)가 그 예가 될 것이고,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포함될 것이다. 대형사고나 위난에서부터 보호할 의무 또한 여기에 포함

될 것이다.119)   참고로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자녀가 30세인 경우와 같

이 더 이상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영국법에서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120)

(1) 보증인의무

가. 서설 

보증인의무는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편의상 그냥 작위의무라

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Feuerbach는 부작위 보증의무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법적근거로 법률과 

계약을 들고 있다.121) 영국법에서도 부작위로 범해질 수 있는 범죄에 있

어서 첫 번째 조건은 일정한 행위의무(a duty to act)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122) 참고로 보증인의무는 일정한 근거에 기하여 객관적으로 발생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보증인의 개인적인 능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보증인의무는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123)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반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보증인의 개인적 능력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가령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구성요건적 부작위에 속하

는 ‘개별적 행위가능성(individuelle Handlungsfähigkeit)’은 행위자가 객

119) Kurt Seelmann, Opferinteressen und Handlungsverantwortung in der Garan

tenpflichtdogmatik, GA, 1989, S.255.

120) A.P. Simester � G.R. Sullivan, Criminla Law Theory and Doctrine, 2010, 68

면(권오걸, 주 17)의 글, 12면 “재인용”)  

121)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4, §24

122) 권오걸, 주 17)의 글, 10면. 

123)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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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위기상황에서 명령된 행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

고, 명령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외적 조건 및 신체적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신불수의 아버지가 아들의 익사현장에서 아무런 구조행

위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성요건적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는다.124) 보

증인의 개인적인 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례이다. 동일 

저자의 교과서 내에서 모순된 서술이 공존하는 형국이라고 생각된다.

나. 보증인지위 차등의 필요성

모든 보증인지위가 다 같은 결과방지의무를 지니고, 보증인지위를 차별

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125)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증인 지

위의 차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하에서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우선 검토하기로 한다.

① 사회적 행위론

세월호 사건은 해상에서 발생했으니 선장에게 보증인의무가 있어서 살

인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고립무원의 바다 한

가운데에서 승객들이 의지할 자는 선장밖에 더 있겠는가. 선장 이외에 

그 누가 탑승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

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

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Normative)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

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

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

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126)”고 판

124) 앞의 책, 주 49)의 책, 355-357면.

125) 안동준, “부작위에 의한 교사”,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

념논문집간행위원회, 법문사, 1990, 324면.

12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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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사회적 행위론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판결의 

설시 내용을 보면 ‘위 규정에서 보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라고 서술돼 있는데, 이는 행위론에서 사회적 행위론을 명백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작위를 사회적 행위론에 따라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만약 선장의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며, Welzel127)의 목적

적 행위론을 논거로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 목적적 행위에서의 목적이란 주관적 목적성

을 의미하고, 실현의사는 주관적 목적성의 징표로서 작용하는데 부작위

에는 이러한 주관적 목적성의 실현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적 활동이나 인과요소

에 대한 조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에 따르면 잠재적 목적적 행위지배가 ‘무위(Nic

htstun)’를 부작위로 만들기 때문에 부작위에는 현실적 의사활동이 필

요하지 않고 가능한 의사활동(möglicher Willensakt)을 필요로 한다.128)

그런데 사회적 행위론에 따르면 부작위도 행위가 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목적적 행위론이 아닌 사회적 행위

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를 하나의 사회

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Ed. Schmidt가 주장한 이래 독일의 통설

이 되었다.129)

반면 독일식의 행위론이 필요없다는 관점에 서 있는 견해도 있다.130)

또한 일부 견해는 부작위도 구성요건 단계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前구성요건 단계에서 부작위인지 작위인지를 판단하는 지금의 실정과는 

좀 다른, 다소 과격한 주장이기는 한데, 부작위도 구성요건 단계에 들어

와서 판단하게 된다면 前구성요건 단계에서 부작위 작위 여부를 판단하

는 것보다야 범죄 성립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는 생각된다. 前구성

127) Welzel, Hans, 주 15)의 책, S.212f에서 Welzel은 부작위 정범이 처벌받는 

이유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지, 구성요건해당결과

를 야기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

12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85면.

129) 김형만, 형법총론, 초판, 서울: 형지사, 2015, 제55면.

130) 오영근, “형법상의 행위개념”, 현대의 형사법학 : 익헌 박정근박사화갑기

념논문집, 1990, 6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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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단계에서 살피든 구성요건 단계에서 살피든 구성요건 실현 회피에 

요구되는 행위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

가될 수 있다는 것은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② 사회적/규범적 판단

세월호 판결은 부작위범의 법리와 선원들의 구조의무를 설시하면서, 사

회적 규범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때 사회적·규범

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부작위범 조문인 제

18조 규정과 결부지어 생각해 보자. 제18조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

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작위 조문에서 말하는 부

작위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는 것이다.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이 아닌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행위를 정

의하고 있다. 

물론 작위와 부작위처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행동이면 행위라고 정의하

며 사실상 행위론적 구분 관점이 필요 없다는 관점을 지닌 의견도 있다.131)

대법원에서 부작위는 행위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부

작위는 행위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유 부분에서 설명을 한 것은 아마 변

론 단계에서 목적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

의 변론이 있었고 그에 대해 사회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부작위를 설명하

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에서 부작위했다는 것이다. 부작위는 보증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장은 구체적인 행위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이 아닌 보증인의 개별적 행위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증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이

다.132) 이 보증인의 부작위를 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종

131) 한정환, “형법에서의 행위”, 선문대 사회과학논집, 제5권, 2002, 158면.

132) 부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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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 이를 설명하겠다). 주의할 점은,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

위론을 취한다고 해서 부작위범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사회적 행위론을 취할 때 부작위범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 역할

A. 서설

가령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가 요구하면 의사는 들어줄 수밖에 없

는 것을 사회적 역할의 예로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의사는 사회적 역할

에 따라 보증인인 보호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의사들을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본 것이다. 사회적 역할을 부작위범에서는 사태

지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의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사태의 내용

이 중요하지 물리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작위범이라서 

그렇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와 의

사 간에서는 처가 역할지배를 한다. 사회적인 위계(Hierarchie)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부작위의 역할지배는 작위에서의 행위지배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부작위에서의 역할지배를 사태지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Hierarchie 측면에서 보면 보증의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정범적격(Tätereigenschaft)을 갖게 되고 보증의무가 낮은 위치에 있

는 사람이 종범적격을 갖게 된다. 

Luís Greco 교수는 범죄 사실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은 보증인 직책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한다.133) 생각건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보증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지위에서 의무가 파생되고, 의무란 지위

(역할), 즉 궁극에서는 즉 궁극에서는 지위는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개별적 행위가능성은 부작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판단의 요

건이 아닐까

133) Luis Greco, “Das Subjektive an der objektiven Zurechnung : Zum 

‘Problem’ des Sonderwissens”,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olume 117, Issue 3, 2005, 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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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된다. 이는 곧 어떤 역할에서 지위가 파생되고, 이러한 파생된 

지위에서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구체화는 상황의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 역할지배와 사태지배

선박운항의 평상시에는 선장이 역할지배를 한다. 역할지배가 곧 사태지

배로 이어진다. 작위범에서는 Hierarchie(의무서열, 위계질서, 역할질서)

가 없다. 부작위범에서 사태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해야 

하는데, 판례에서 사태지배라는 말은 규범적/사회적 관점에서의 사태지

배라는 뜻이다. 그런데 판례나 법률문헌에서 규범적/사회적이라는 용어

가 무엇인가 고찰하지 않은 채 이렇다 할 원칙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렇게 마구잡이로 규범적/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위범 

영역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작위범에서는 아무 것

도 없으니까 규범적 요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범에

서 사태지배라는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Roxin 교수

는 의무범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Roxin의 이론에 충실히 따르자면 

사태지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의무범설로 가야 할 것인데, 그렇

다면 Roxin의 이론에 충실히 따르는 게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C. 사태지배와 행위지배

사태지배와 행위지배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

건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지배는 행위지배가 아니

다.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행위지배는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과과정(Kausalverlauf)을 결과에로 조종한다는 개념으로만 절대적으로 이

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34)

(2) 의무부과의 법철학적 근거

134) 이용식,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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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법철학적 또는 법사회학적 근거가 없으면 법관 등이 의무부과를 하지 

못하는가? 아이가 큰바위에 깔린 상황(Notwehrlage)에서 법익보호를 위

해서는 의무부과도 당연히 긍정이 돼야 한다. 그 정도 논거가 충분하지

는 않지만 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법과 불행의 경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형법에서의 불법성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만한 수위에 

이른 불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 침해의 반사회성을 의미

하는 것이고 단순히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다.135)

의무는 법익보호를 위한 것에서부터 나온다면 법익보호를 위한 의무 설

정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법익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의 의무이행밖에 방법이 없을 때조차 법이론

상의 의무의 본질에 집착하거나, 자유주의 또는 자율 보장을 위해서 다

른 피해자의 법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

다. 공동체가 의무를 부과할 때 처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법익보

호를 위한 정당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법익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사회적 보호가 된다. 법익보호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법익 보호를 위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도 있다. 실질적(materielle) 

공동의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그러하다. 이것이 곧 국가 전체의 이

익의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개별 구성원 개인의 이익까지 보

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강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도구라고 보는 

관점이 Thrasymachus가 ‘국가’에서 주장한 정의론에 등장하지만, 플

라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덕이라는 명제로부터 법의 궁극적인 목

적이 도출되며 이것이 진정한 공동선의 실현이라 말한다.136) 결국 정의

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계선에 있기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곧 정의이다.137) 형법은 단순히 죄에 대한 

135)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7, 72면. 

136) 한상수, “플라톤의 법치국가론 – 법률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제2권, 

한국법철학회, 1999,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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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고, 그 이유는 형법이 인간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법인 동시에 

철학적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138)

본고에서 계속 드는 예시이지만, 바위에 깔린 아이를 부모가 함께 구조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바라겠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법익을 보호받는 아이 입장에서 생

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공동으로 자신을 구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형법적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구해줄 사람은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인 부모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고, 부모 둘이 협력하면 쉽게 본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다. 법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

히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라도 이러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이때 구조할 작위의무가 공동으로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

는 별도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의무를 의무자들이 공동으

로 해야 한다는 것을 형법철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부작위 공동정

범의 인정에 있어서의 주요 관건이다. 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모든 의

무는 각자 개인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인데, 보증인들이 

무언가를 함께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보다 구체

적인 근거의 사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각자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측

면이 다분하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에, 사

회가 혹은 법이 의무자들에게 공동으로 의무이행을 하라고 요구하면 이

는 연대책임 유사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증의무자 혼자서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한데 만약 보증의무자 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여 둘이 함께 실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위반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류(類)의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면 부작위 공동정범139)이 성립할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작위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절대로 공동으로 할 수는 없고 항상 보증의무

자의 개별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부작위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가 없게 

137) 이용식, 주 61)의 책, iii면.

138) 유기천, “나의 초학시절”, 시민과 변호사, 1994년 4월, 138면.

139) Friedrich Dencker, Kausalität und Gessamttat, 1996, 172면 이하에서, 

Dencker 교수는 부작위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성립근거를, 공동정범에 해당

하는 전체적 부작위(mittäterschaftliche Gesamtunterlassung)로 설명하고 있다.



- 46 -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철학적인 근거를 따져보아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자녀의 법익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 이 

어린 자녀의 법익을 보호할 사람은 지구상에 보증인 외에는 거의 존재하

지 않으므로 보증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 작위의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일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런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협력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서 공동으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어린 자녀의 법익

이 보호되는 부득이한 측면을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반대하

여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아야 되고, 개인적 의무만 있을 

수 있고, 공동으로 의무를 보면 안 된다고만 주장한다면 공동의 작위의

무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처벌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법철학적으로는 아마 공동의 작위의무를 부정하는 주장도 많을 것이

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할 경우가 존재하여

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러한 공동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의무의 공동위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할 경우는 과

연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위법(違法)은 법질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법에서 찾아 실정법

을 위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함으로써 실정법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위법론(formelle Rechtswidrigkeit)’과, 위법을 법만이 아닌 사

회의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바로 위법이라고 하는 ‘실

질적 위법론(materielle Rechtswidrigkeit)으로 구분할 수 있다.140) 본고는 

실질적 위법성론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사실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인 법령 계약 외에 선행행위나 조리 등을 보증인

의무의 발생근거로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도 크게 보면 실질적 위법론의 

관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적극

적 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Nazis 시대 법률처럼 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는 온 독일민족을 위해서, 혹은 독일을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형성하기 

140) 김시호, “부작위 불법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 Verkehrspfli

cht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17면.



- 47 -

위해서 공동의 의무를 부과하던 당시에 이러한 사조가 파시즘(fascism)으

로 갈 수도 있던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 

생각되는 부분은 물론 있다.141)

‘부진정부작위범을 이론화’한 Johannes Nagler142)의 중심이론은 소위 

Kiel 학파로 분류되는 의무중심 형법관과 일치하는데, Nagler는 그의 논

문 Aufbau der Unterlassungsdelikte, GS 109 (1937)에서 “이 의무란 일

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행

위에 대한 부작위를 형벌로 강제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독일민족

을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시기에 법의무를 이행치 

않으려는 자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법의무를 정립시키는 시도를 해야만 한

다.”고 말하고 있다.143) 1930년대에 이르러서 Dahm, Schaffstein 등이 

주축이 되어 Kiel 학파에 의해 의무사상이 강조되었고, 여기에서는 범죄

도 제1차적으로 법익침해가 아니라 의무침해(Pflichtverletzung)라는 사상

으로 변모되었다.144) Staatssozialismus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의무의 부과를 선호하지만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불이행죄145)에서는 보증인이 아닌 사람에

게도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구조불이행죄 유형은 비단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Minnesota, Ver

mont, Massachusetts 州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가령 구조불이행죄에서 

141) 어떠한 제도이든지 이는 운용하는 자의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마련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142) Nagler, Die Problematik der Begehung durch Unterlassung, Gerichtssal, Bd

Ⅲ, 1938, 1면에 의하면 Nagler는 또한 보증인의무에 있어서 위법성요소가 아

닌 구성요건해당성요소로 보는 견해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보증인설

(Garantentheorie)이라 부른다. 

143) 신동일,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

석 -”,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년 2월, 7면 주 28).

144)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서울: 박영사, 2008, 145면. 

     개정된 제12판에서의 보호법익 파트에, ‘법익개념의 역사적 발전’은 빠  

  져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 판을 기입했다.

145) 독일은 형법에서 구조불이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공공의 위험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행위 불이행을 처벌대상 행위로 하며 이를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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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허용(Erlaubnis)된 이익침해가 

위법의 핵심이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이익형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강도를 당해 쓰러져 죽어가는 범죄피해자를 본 행인이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릴 경우, 행인이 119에 신고할 때

의 노력과 행인이 이를 행하지 않아 범죄피해자가 죽었을 때의 가치평가

로 구조불이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보증인지위 없는 

행인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묻는다면 더욱이 보증인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 의무를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고로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구조불이행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자유를 제한하는 적극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에만 속한다는 견해

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무가 소극적 의무에 따른 최소한의 제약보다도 자

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적인 필요성이나 법과 

도덕 구별의 변동성 등에서 보면 반드시 적극적 의무가 법적 의무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146)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 사이의 차이는 형식

의 차이이지 실제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다.147) 법과 규범에 관하여 Mo

ntaigne조차, 옳은 법이 무엇인지는 이성이나 의식의 작업을 통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148)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서 ‘공동의 작위의무’라는 개념은 위에서 설명

한 측면 – 혹시라도 Nazis 시대 국가사회주의 정당적 사조처럼 될 수도 

있을까 우려하여 애당초(ex ante, 사전적으로)부터 의무는 개별적인 의무

에 국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따라서 공동의 작위의무, 공동의 

의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 에서 아주 경계하고 싫어할 수밖

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할 부분도 전무(全無)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도덕성이 배제된 법은 쓸모가 없

146) 김재훈, “부작위범의 공범에 대한 연구 –의무범론을 중심으로-”, 호남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8-79면.

147) Norrie, Alan W., Law, ideology, and punishment : retrieval and critique of 

the liberal ideal of criminal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49면.

148) 하재홍, “Measure for Measure에 나타난 ‘법의 지배(Rule of Law)’ 문

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 2018년 3월, 369-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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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Leges sine moribus vanae149))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무범 자체에 대해, 의무범은 형법을 도덕화하는 것이기에 용

인될 수 없다는 비판이 행위지배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계속 제기돼 왔

다.150) 게다가 적극적 의무뿐 아니라, 애초에 의무범 이론 자체가 도덕의 

법적 강제, 혹은 의무의 실행의 관점에서 나온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가령 적극적 의무 혹은 공동의 의무만 따로 떼어 비판하더라도 이에 대

한 비판은 의무론 전반적인 비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적극적 의무에 대한 비판은 곧 의무론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이다. 법은 애초에 그 기원이 최소한의 도덕(ein ethisches M

inimum)151)이다. G. Jellinek는 법실증주의자였고 비록 G. Jellinek가 법과 

도덕의 분리의 주장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도덕을 또 ‘실증적 도덕(사회 

내에서의 지배적인 도덕관)’과 ‘비판적 도덕(자연법)’으로 분류하여 

실증도덕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다.152)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락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칸트가 제시

하는 대표적인 판단절차는 보편화가능성이다.153) Jakobs 교수조차 작위

의무의 정당화를 기초 짓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사회

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

다.154) 일찍이 칸트도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칸트는 적극적 의무를 도덕적 의무(Tugendpflicht)로 파악하고, 법

적 의무는 없다고 한다.155) 법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

149)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표어이기도 한데 도덕 없는 법률은 공허하다

는 의미이다.

150) Schünemann, Zum gegenwärtigen Stand der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

ikte in Deutschland, in: Internationale Dogmatik der objectiven Zurechnung 

der Unterlassungsdelikte, 1995, 72-82면; W. Gallas, Studien zum Unterlassun

gsdelikt, 1989, 90면 이하.

151) Georg Jellinek, Die Sozial-ethische Bedeutung von Recht, Unrecht und Strafe, 

Zweite, durchgeschene Auflage, Berlin, Verlag von O. Häring, 1908, S. 45ff.

152) 심헌섭, “5�18 불기소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3�4호, 1995, 64-65면.

153) 강병호, “칸트 도덕이론에서 인본주의적 가치, 형식주의 그리고 의무론”, 한

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4, 4면.

154) Jakobs, Die strafrechtliche Zurechnung (Fn.302), S.32

155) Michael Pawlik, “Das dunkelste Kapitel in der Dogmatik des Allgemeinen 

Teils: Bemerkungen zur Lehre von den Garantenpflichten”, in: Man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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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적극적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 의무라 하여 처벌이라는 형식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고 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을 강요할 의무 

등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156) ‘Nemo tenetur se ipum accusare(누구도 

자신을 고발할 의무가 없다) 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불가침의 존엄성이므로 최상의 가치를 지닌 내용이다.157)

자유주의적으로 이해된, 법영역의 도덕영역으로부터의 구별이라는 전통

적 논의는, 타인을 도우라는 취지의 적극적 의무가 평소에는 도덕상의 

의무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로 승

화될 수 있다는 측면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158) 칸트는 순수이성으

로부터 도덕률을 도출해 냈다. 실정법은 도덕적 자유 밑에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실천이성의 요구이고,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통합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라

고 표현하였는데, 도덕적으로 선하다(gut)는 평가는 자율적인 절대명령으

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반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행위는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 가정적 명령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다. 즉 도덕성(Moralität)과 적

법성(Legalität)159)을 엄격히 구별하는 셈이다. 

칸트는 적법성은 도덕성과는 달리 행위의 외부적 측면으로 판단한다는 

Heinrich u. a. (Hrsg.), Strafrecht als Scientia Universalis(Festschrift für Claus 

Roxin), Berlin/New York 2011, S. 931.

156) 홍영기, “형사사법에서 nemo tenetur 원칙의 구체화”, 고려법학 제6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년 12월, 256면에서는 nemo tenetur 원칙의 취

지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본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도덕적 의무

를 지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157) 앞의 글, 257면.

158) 박무원, “형법의 도덕적 정당화와 형법에 의한 도덕 형성의 문제”,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4면.

159) 정종휴 교수는 Legalität를 적법성이 아닌 합법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Jose Llompart/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파주: 경세원, 2000, 95면 :

    칸트는 합법성(Legalität)과 도덕성(Moralität)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모든 

법률(Gesetz)에 적합한 행위는 행위는 합법성을 갖는다. 법률이 명하는 것을 

하면 그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나, 그 동기는 합법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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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160) 칸트에게 형법은 타인의 외부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지닌 절대적 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으로 볼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절대성은 칸트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의 합의로 그 

섬을 떠나기로 한 경우에는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살인범을 처형하고 

떠나야 한다고 한 그의 유명한 섬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161) 법적 법

칙은 도덕법칙의 하위부류이며, 단지 그 법률이 복종을 확보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만 윤리적 의무와 구별된다.162) 즉, 법은 도덕(윤리)적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사상을 통해서 보면 

적극적 의무도 발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까 생각된다. 칸트는 실천적 

이성으로서의 인간이기 위해서는 나의 준칙(Maxime)이 보편적인 법칙(ei

n allgemeines Gesetz)이 되는 것을 의욕할 수 있도록 행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3) 독일과 독일어권 형사법은 칸트의 주관주의적 철학을 

형사법 이념에서 실천하는 노력으로 유명하다.164) 칸트철학은 극단적 주

관주의에 가깝다.165) 따라서 칸트의 철학을 객관주의적 철학으로 잘못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칸트의 윤리에 관한 서술이 곧 법과 도덕의 차이를 

혼동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적

절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166) Höffe가 그의 저서에서 “Han

s Georg Gadamer가 칸트의 철학을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주관화(Subjektivierung)했다”고 한 비판은 칸트가 말하고 있는 주관적 

보편성(Subjektive Allgemeinheit)개념을 간과한 데에서 나온 오류의 측면

이 없지 않다.167) 물론 이는 Gadamer의 입장에서 칸트의 철학이 지나치

160) Immanuel Kant/백종현역, 윤리 형이상학, 아카넷, 2012, 125-126면.

161) 박상기, 독일형법사, 서울: 율곡출판사, 1993, 174면 주 32)

162) 김석수, “칸트와 하버마스에 있어서 도덕과 법”, 철학연구 제89권, 대한

철학회, 2004, 주 26)

163)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Hrsg., Kraft Bernd/ 

Schönecker, Dieter), Felix Meiner, 1999. 

164) 신동일, 주 143)의 글, 6면.

165) 구자윤, “가다머 해석학과 칸트 미학의 주관주의의 문제”, 신학과 철학 

제5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년 4월, 13면.

166) 법철학에서 혹은 형법에서, 의무과 규범�책임�합법성�도덕성 등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 칸트의 윤리에 관한 서술이 곧 법과 도덕의 차이를 혼동하는 것

이라는 오해가 종종 있다.

167) Otfried Höffe, Immanuel Kant, 3rd Edition, München, C. H. Beck, 1992,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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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학적 측면에 경도된 부분을 지적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사실 칸트는 선험적 종합판단의 예시로 수학과 순수 자연과학

을 들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선함적 종합판단으로서의 

새로운 형이상학을 정초(Foundation)하고자 시도하였다. 순수 지성개념은 

우리의 객관적 세계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가능케 한다.

‘법과 도덕’의 분리 여부에 대한 혼동이 오는 이유는 기성 종교나 윤

리체계에서의 Morals와 도덕적 분별력에 해당하는 Morality로 각각 구분

되는 단어들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구분 없이 도덕이라고 칭하기 때문이

다.168) Lon L. Fuller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법의 내적 도

덕성의 불가분적 연관을 지적하면서,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루는 원칙들

로부터의 이탈은 인간존엄에 대한 모욕이라 한 바 있다.169) 대개 학문은 

여하한 과학을 묻지 않고 단독적 연구로써 완전할 수 없으며 형법학에서

도 일반적 학문상에 개괄적 지식이 있음을 요구함은 물론이다.170) Jakob

s 교수는 형법철학적으로 의무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

나는 소극적인 의무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무이다. 소극적 의무나 

적극적 의무는 부작위범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작위범 부작위범에 

공히 인정되는 개념이다. 소극적인 의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모든 행동

을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인 의무이고 부작위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하

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분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의

무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소

극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Harm-Prinzip(Harm principle)이라 하

는데 이는 해악의 원칙이다. 법으로 보호해야 할 도덕기준들과 그렇지 

않은 도덕기준들의 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칙으로 존 스튜

168) 하재홍,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통권 제18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9월, 13면 주 20).

169) Lon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ise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162. (하재홍, 주 168)의 글, 14면 주 21) “재인용”)

170) 한인섭, 가인 김병로, 서울: 박영사, 2017, 제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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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8)이 자유론(On Liberty)에서 제시한 원

칙으로서, 문명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하여 그의 의지에 반해 강제력을 행

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그 강제력 행사의 목적이 타인에 대한 해악

을 방지하기 위한 때뿐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타인관련적인 행동과 자

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171) 법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무엇이든지 자유롭

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적극적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

을 것이다. 

나. 의무의 일신전속성

의무는 기본적으로 일신전속적이고 항상 단독적이라 보는 입장이 있

다.172) 만약 어떠한 결과 발생이 수인의 작위에 의해서만 방지될 수 있

다면 각각의 부분 행위들은 현행법상 요구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제18조 부작위범 조항은 처음부터 행위자 개인에게 결과방지에 적합한 

행위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173) 이 견해에 따르면 부작위 형식적 공동

정범 사례만이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혼자서도 돌을 

들어 아들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어머니 혼자서도 돌을 들어 아들을 구

할 수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부모가 함께 돌을 들어 아들을 구하는 것

조차 형법적으로 유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부작위 공동정범 논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174) 부작위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논거로써 행위자가 의무위반적 부작위를 오직 스스

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 즉, 작위의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

이 그리 설득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에서이다.175) 이 입장에서는 의무는 

171)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2, 127면.

172) 류부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공동의 협력적 의무상황에서의 부작위 

–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140면.

173) 김성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17], 2009, 52면.

174) 허황, 주 85)의 글, 288면.

175) 앞의 글,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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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힘을 합해서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으로 보고 있다. 

Kurt Seelmann 교수도 자율성 내지 행위책임(Handlungsverantworlichkei

t)에 근거한 작위의무를 긍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일정한 의무에 

의해서도 작위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176) 개인 책임의 원칙에

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서는, 그 의무자의 선임 감독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개별적인 결과방지의무 이외에 다른 

보증인의 의무이행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의 결과방지의무는 

보증인의 어떤 부작위가 전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따라서 

각 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177) 일신전속적이란 권리․의무의 발생효력 및 이행에 있어서 권리

자 또는 의무자의 능력이나 특징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를 말한

다. 법적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일신전속성은 승계가능성을 부인하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178) 의무는 기

본적으로는 일신전속적이지만, 큰바위에 깔린 자녀 상황 같은 실질적 공

동정범 상황에서는 의무의 일신전속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적 공동정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질적 공동정범에서

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형법철학적 관점에서, 형법에 일신전속적이지 않은 의무를 인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의무는 개인적인 것이기에 공동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자유주의적 

형법하에서 이러한 공동의무 부과는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무

의 일신전속성 관점에서만 부작위 공동정범 논의를 바라보는 견해의 취

지인데, 그렇다면 산이 무너져 큰 바위에 깔린 아이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부모 둘이 협력하여 큰 바위를 

176) Kurt Seelmann, 주 119)의 글, 255면.

177) 이용식,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85-186면.

178) 김연태, “경찰책임의 승계”, 고려법학 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

8년 10월, 240-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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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면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 부모가 힘을 합쳐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

면 부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는 부모가 아닌 누구에게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부모에게

는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① 공동의무의 부과

개인은 자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미 벌써 타인의 의무이행의 기회를 박

탈시켜 버리게 되는데, 공동으로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개인이 게을

리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무 태만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 자신의 개

별적 의무불이행으로 공동의 의무불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179)

② 의무범성과 부작위 공동정범 표지

의무범 이론에 따르면, 의무 없는 자는 의무범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였

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33조 본문 중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게 되는데, 보증인은 자신의 고유한 의무위반에 의하

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결과방지의무에 위

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를 다른 사람의 매개 없

이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직접정범이라고 하며, 이는 다수인의 

범죄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180) 즉 보증의무자가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여 결과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자는 정

범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181) 다시 말하면, 의무의 침해가 작위에 의한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는 규범적 관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작위 정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작위자는 형법외적(外的)인 보증

의무를 침해하여 정범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일텐데 다만, 보증인이 

결과방지의무(Erfogsabwendungspflicht)에 위반하였으나 구성요건을 부작

위에 의해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할 

179) 이용식, 주 134)의 글, 179-186면.

180)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 비교형사

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133면.

181) 신양균, 주 100)의 글,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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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작위범의 공범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전

개되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검찰이 부작

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

소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부작위범들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부

작위범과 다른 형태의 범죄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

다.182) 세월호 사건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183)도 “부작위범 사이의 공

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데”라고 설시하며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동 판결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입장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판례 다

수의견에 의하면 부작위 각각 정범 사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

라도 선장이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면, 선원들 입장에서는 선장을 설득해

서 함께 퇴선명령을 내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부작위 공

동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난은 반복될 것

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원들이 선장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부작

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론적으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

원들까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

작위 살인죄로 의율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계획적 범행 의도가 있는 경우

에 부작위 살인죄로 의율하였고, 계획적 범행 과정이 아닌 돌발상황으로 

발생한 죽음에까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③ 의무와 책임의 관점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지휘능력을 상실한동안 

1등 항해사가 실질적 지휘를 맡은 듯한데, 1등 항해사조차도 탈출을 위

해, 선원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객실 사무장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

182) 권노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재판실무연구(광

주지방법원), 2015, 281면.

183)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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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뒤, 객실 승무원이 다시 무전으로 퇴선명령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

으나 대답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1등 항해사도 선장을 대신해서 지휘

를 한 것이 없었다. 형사정책적 관점이나 필요에 의하면 선장과 항해사

들을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서로 책

임184)과 지휘를 미루게 될 것이다.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선장이

든 선원이든 의무 해태를 했다고 보아야 비로소 근절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해상에서 배가 전복되거나 가라앉는 정도의 엄청난 위난 상

황은 선장과 선원들이 힘을 합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공동정범 사례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적 필요일 뿐이고 형법이론적으로는 공동정범

을 그리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선장이 명정상태(酩酊狀態)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선장이 술도 마시

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원들의 의무

가 선장의 의무보다 작고, 2차적 보증인의무자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장과 선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면 선원들에게도 선장과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만

약 선장이 명정상태(酩酊狀態)가 아닌 채로 선원들에게 구조를 하지 말

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힘의 크기(여기서의 힘의 

크기는 물리적 힘의 크기가 아닌 사회적 힘의 크기를 말한다. 물론 물리

적 힘의 크기도 포함될 수 있다. 가령 부모 중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물

리적 힘도 세고, 가정 내 발언권도 센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면에서 

선장의 힘의 크기와 선원들이 힘의 크기가 다른 상태에서 반목하는 경우

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아버지에게 힘에서 밀리는 어머니 사례

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선원들이 부작위 공동정범

에 해당될 수 없는 사례이다. 선원들이 선장에 비해 힘에서 밀리기 때문

에 선원들은 종범이고 선장만이 정범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작위 공동정범은 정범적격이 있는 부작위보증인 

간에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4)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책임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에서의 책임

(Schuld)이 아니라 Verantwortlichkei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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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인의 작위의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다수가 분업적으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나 작위의무 이행

에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경우 누군가가 먼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면, 작위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나머지 사람

들은 작위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가 없을 것이

다.185)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하는 과정 자체야 필요하기는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만 처벌하고, 안 하겠다는 말

도 하지 않고 설득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설득 노력이라도 했던 사람만이 처벌되지 않고 설득

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

한 판단이 필요하다. 

각자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작위의무 이행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맡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런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작위의무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는 하는데, 물론 공

통된 법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타인의 영역에까지 관여할 의무를 추가

로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부당한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186) 중요한 것은 

다른 보증인에 의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보증인의 의무

에 위반한 부작위 그 자체이다.187) 해당 부작위 상황에서 보증의무를 이

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부작위범이 성립된다.

이에 대해 타인의 결과방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신뢰

의 원칙의 적용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기 견해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상기 견해에 따를 때 해당 보증

인의 의무가 혼자서는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188) 생각건대 

185) 권노을, 주 182)의 글, 290-291면.

186) 앞의 글, 290-291면.

187) 이용식, 주 134)의 글, 178면 이하.

188) 허황, 주 85)의 글, 289면 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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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설득하여 결과방지

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설득에 실

패한 사람도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설득에 성공해야 하

는 것이 공동의무를 지는 보증인 간의 의무이다.

부작위범을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처벌해야 하는

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때론 공동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개인의 자율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와 밀접한 연

관 관계가 있다.189)

B. 기업 이사진 사례

가령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A, B, C가 모두 회의에 참석해서 만장

일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작위의 다중적-중첩적 인과관계 사안을 가지

고 분석해 보면, 이 사안은 주식회사 X가 주변 경제여건 악화와 경영실

패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유일한 타개책이 주식회사 Y

와의 합병뿐이었는데 X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재산보전의

무를 가지는 A, B, C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조치는 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을 통해서만 가능한 

조치였으며 정관에 따르면 유효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인 

A, B, C 모두가 회의에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 B, C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190)가 생긴다. 

답은 A, B, C 모두가 배임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다. 그 중 만약 A 이사

진이라도 자신은 Y회사와 합병하고 싶었는데 B와 C는 Y회사와 합병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A, B는 Y회사와 합병을 하

고 싶었는데 C가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A, B, C 모두

는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설득에 실패하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이다. 설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처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189) CMD Clarkson, HM Keating and SR Cunningham, Criminal Law, Sweet 7, 

Maxwell, 2007, 100-102면.

190) 허황, 주 85)의 글,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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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고로 배임죄 판례 가운데 소위 모험적 거래(경영판단)가 배임죄에 포

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그 배후에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이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이익은 구성요건해석의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1) 경영판단의 원칙에 있어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할지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

고 할지의 문제는 남아 있다.192)

C. 설득에 성공해야 하는 보증인

차에 아이가 깔렸을 때 부모는 차를 힘을 합쳐서 둘이 들어올려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공동체적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연대해서 둘 사이의 공

동의 의무를 파악하는 입장으로 자꾸 가게 되면 처벌이 확대되는 경향이 

생기고 나치시대처럼 될 위험은 물론 없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충분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Eb. Schmidt는 1936년 초안 제13조는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의 구별을 부정하였다193)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

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한편 부진정부작위범과 같은 의무중심의 

범죄이론이 확산된 계기뿐 아니라 미수범이 확산된 계기도‘민족사회주

의(국가사회주의)’, 즉 Nazis 이념에 의해서라는 것은 관심 가져볼 만하

다.194) 미수범도 일종의 의무중심의 범죄이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수범 처벌에 대해 그 실익과 이론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강간죄 또는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기본범죄가 미

수일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강간죄 

강도죄를 제외한 죄에서는 기본범죄가 기수여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태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가벌성의 요건은 작위범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만 하며 처벌

191) 이용식, 주 3)의 글, 14면. 

192) 이용식, 형법각론, 제1판, 서울: 박영사, 2019, 62면.

193) 오병두, 주 26)의 글, 45면.

194) 신동일, 주 143)의 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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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

위범의 규정도 불명확하고 가벌성의 요건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보증

의무가 윤리적 의무 쪽으로 기울 수 있음을 경계195)해야 하기는 할 것이

다. 그렇지만 형법의 뿌리는 법공동체의 사회윤리적 가치관념 속에 있

다. 사회윤리적 가치관념이 보호법익과 법규범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

건의 성립기초를 제공한다.196)

이처럼 작위의무에 관련된 테마에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보장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사회 구성원의 법익 보호도 최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이 서려 있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공동의무를 인정

하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협력해서 자녀

를 구해야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했는데 실패해도 아버지도 처벌

해야 한다. 설득을 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설득했는데 실패한 사

람은 무죄이고,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유죄라고 보고 싶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야 있겠지만 말이다.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을 인정함에 있어 설

득 시도의무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설득에 실패하면 처벌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효과 없는 교사를 제31조 제2항, 실패한 교사를 제31조 제3

항에 의거하여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듯이, 실질적 공동정범 상황에서

의 보증인의무자가 타 보증의무자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에서 타 보증의무자에 대한 설득

에 실패하면, 부작위 공동정범의 기수에 준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설득에 실패한 보증인을 부작위 공동정범이 아닌 부작

위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97)

가령 산악인 세 명이 등반하는데, 한 명이 위난에 처했다. 나머지 산악

인 둘이 구조하면 위험에 처한 동반인 한 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하

지 못하면 산악인 두 명은 부작위 공동정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런데 아무에게나 공동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본고에서 주장하고 싶

은 바는 아니다. 그 점에서 Nazis 시대 법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

195) 류화진,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지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년 8월, 192면.

196) Arthur Kaufmann, JuS, 361(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주 206)의 책, 43

면 “재인용”)

197) 斉藤彰子, “作為の共同正犯”, 法学論叢, 제149권 제5호, 2001, 3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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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국한해서, 공동의 작위의무를 행해야 할때에

만 보증의무를 인정하자는 것이 공동의무의 실익이다. 보증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근처 우물

에 빠진 어린아이가 허우적대는 걸 보았을 때 그 아이를 살려야 할 사람

은 아버지, 어머니 등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등에 국한된다.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사람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도, 이를 보고만 있지 살리지

는 않는다고 해서 그 관련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인법은 기본적으로는 반대해야 하는 측면

이 없지 않을 것이고, 다만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동의 보증

의무를 인정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고에서 주장하는 취

지이다. 그것이 비단 부모뿐만은 아니라 공동의 보증인지위를 가진 자들

이라면,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처럼 처와 치료를 맡은 의사들 간이거나, 

혹은 조난당한 배의 선장과 선원 등이 될 수도 있다. 보증의무가 있으면 

공동의 보증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다.

가령 아버지 甲과 아버지의 친구 乙이 물에 빠진 甲의 아들 丙을 보고

도 그대로 지나친다면 乙에게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없을 것이고, 보증

인지위도 긍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작위 개념이 ‘자연과학’적인 것이

라면 甲과 乙 둘 다 인과관계가 없어야 마땅한데, 만약 甲에게 인과관계

를 긍정한다면 이는 ‘법적’인 인과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인과관계 개념을 ‘귀속’이라는 개념과 연계시켜 전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귀속을 의미한

다. 상당인과관계는 자연적인 개념은 아니고, 규범적인 측면이 30% 정도 

될 것이고 확률�통계적인 측면이 7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당인

과관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귀속이론이 법적�규범적 측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되는 것이지 

불가벌이 될 수 없다. 결과방지가능성은 구성요건해당성문제와 인과관계

문제의 혼합이다.

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보증인지위가 부진정부

작위범에서의 가벌성의 근거이다.198) 그런데, 아무런 보증의무도 없고 보

198) 문채규, “부진정부작위범의 가벌성 요건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3,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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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위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자

는 입법례도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도 형법적 혹은 법철학적 혹은 형사철학적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보증인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보

증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부작위죄를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국 형사사법의 기본체계는 같은 Common Law 국가인 미국 형사사법

과 비교할 때 보다 대륙법 체제에 조금이나마 더 근접해 있기에, 영국과 

미국 양국 중에서 미국보다는 영국의 경우가 한국 상황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상당한 양의 

판례를 다 검토한 뒤에야 미국 형사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명료한 제정법이 갖추어져 있고 판례도 이 제정법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199) 영국법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Begehungsdelikt durch Unterlassung)200)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영국

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범죄가 행위의 불이행에 의해서 범해질 수 있

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법률상의 단어나 구절에 대한 해석

을 통해서 결정하며, 가령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NHS(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절도법(the Theft 

Act) 제15조의 ‘속인(deceive)’ 책임을 인정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을 인

정한 바 있다.201)

선박사고의 선원들 입장에서는 선장을 설득해서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

다. 선원들이 선장을 설득하는 것을 실패하면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처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이러

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다. 선원들의 의무가 선장의 의무보다 작고, 2차

적 보증의무만 지고 있더라도, 선장과 선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원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 물론 선장이나 선

원들 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공동정범 사례까지는 아니

199) 조국, “영국 Common Law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형사정

책 제10호, 1998, 366면 및 366면 주 160).

200) 부진정부작위범

201) 권오걸, 주 17)의 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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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식적 공동정범 사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검토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 곧 형식적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사회적 힘의 크기가 선장과 선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선장이 선원들

에게 구조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사례라면, 이는 가

정 내에서 아버지에게 힘에서 밀리는 어머니 사례와 같은 구조가 되겠지

만, 선장이 구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립상황 - 선장과 선원 간의 

대립상황 - 이 아니라면, 선장들에게도 승격된 보증인 지위로 정범적격

이 인정될 것이다. 즉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정범적격을 가질 여지가 있

는 것이다. 선장은 단지 부작위 했을 뿐이었다. 허황 박사가 앞의 이용

식 교수의 논문에서 의문을 가진 ‘회사 이사회 사안’에서도, 만약 이

사진 중 일부가 ‘강한 압력’을 가해 만장일치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방

해했다면, 설득에 실패한 이사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대로 이사진 중 일부가 강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설

득에 실패한 이사진도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202) 이렇게 어

떠한 상황이 ‘없었다면’을 전제하는 가설적 제거절차는 작위범에서의 

조건설과 관련이 되어있는데, 작위 대신에 부작위로 치환해 보면 ‘부작

위가 없었더라면 구체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203)

다. 적극적 의무 요구의 필요성

① 서설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를 간혹 부여해야 할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보증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극

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부작위범에서

202) 김동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

호, 통권 제9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51면, 59면.

203) 신양균,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8, 1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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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자녀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법

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의 법익을 보호할 어떤 

적극적인 의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을 적극적 의무라고 한다. 적극적 의

무가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체 사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하면, 일정

한 경우 적극적으로 남의 법익을 보호해 줄 법익보호의무도 있을 수 있

을 것이다. 적극적 의무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의미있게 구성하는 데 일

조할 여지가 있을 것인바, 소극적으로 남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이 굳이 잘못한 것은 없더라도 타

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어느 정도는 부과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의무부과의 예로서 사마리아인법을 들 

수 있으며, 사마리아인법보다는 좀 더 법적의무 부과의 근거가 존재하는 

규범이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작위범 처벌

은 보증인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Aristotle가 주장하는 법의 개념’(Aristotle's Theory of the Rule of La

w)은 법이란 이성지향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고, 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Arist

otle가 법의 개념을 도덕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규범 일반으로 폭넓게 정

의하고 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과 국가가 유기체적 관계에 있

는 이상,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보

다 적절할 것이다.204) 부작위 공동정범에서 있어서‘공동의 작위의무’라

는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미셸 

푸코는 합리성을 하나의 인류학적 불변개념으로 보고 사회의 합리화를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하면서 서로 다른 실천

영역에서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합리성이 있음을 강조한다.205) 또한 일

204)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사단

법인 한국공법학회, 2005년 12월, 177면.

205) 이철우, “‘법과 사회 ' 이론연구회 편 - 논단 : 법에 있어서 [근대] 개념 - 

얼마나 유용한가”, 법과 사회 제16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9년 11월,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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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위난의 경우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Opferbereitschaft)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공동체의 연대성(Solidarität)에 기초하고 있

다.206) 생각건대 공동의 작위의무, 공동의 의무라는 것이 과연 결코 있어

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 가까운 논의만이 절대적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써

의 형법은 결국 시민의 자유영역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국가의 정책이 넘

어설 수 없는 한계가 된다.207)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Nazis시대처럼 될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여 애당초부터 의무는 개별적인 의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 부작위 실질

적 공동정범 논의에서의 공동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독일 민족주

의 또는 그와 결부된 일종의 Nazism시대 차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성 차원에서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독일제국의 국적법, 또는 뉘른베르크법(Nürnberger Gesetze) 이전까지

는, 애초에 독일도 1871년에 통일국가가 되기 직전까지는 약 40개 정도

의 정치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통일 전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영토와 민족이 합치되는 국가가 아닌 이질적인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되

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후에야 독일 제국은 독일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정신 혹은 독일문화를 중심으로 정체성이 구성된다.208) 따라서 독일

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신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의무라는 개념은 그것을 현출된 법률개념으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독일민족주의 이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명(Civilizatio

n)209)이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결국 진리(T

ruth)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정반합(正反

合)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변증법적 사유(These, Antithese, Synthese)

206) 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독일 형법총론, 전정판, 법문사, 1998, 159면.

207) 홍영기, “법이념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 심

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6, 600면.

208) 안종철, “탈냉전 전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적법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사총 90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7년 1월, 230면.

209) 물론 과거의 문명(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기독교적 혹은 유럽중

심적 측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근관, “김용구 , 「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예와 서양 공법 」 (나남출판사, 1997) 서평”, 서울국제법

연구 제6권 제1호, 1999년 6월,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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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도출되는 것이 애초에 생각했던 최초의 단순한 진리라 하더라도 

말이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다각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그러거니와, 보증인의 공동의무를 논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

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리를 말함(Truth Talk)’에 있어서 말

하기 방식도 중요할 것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정범이 준거점이 된

다.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다. 정범을 논한 뒤 그 뒤에 공범을 논하게 

된다. 태고적으로는 공범처벌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정범만을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서부터 총칙에 공범처벌규정을 두어 공범을 

처벌하게 되는 체계에까지로 나아간 것이다. 교사범, 방조범을 처벌하지 

말아야 할지 처벌해야 할지에 따라 형벌확장사유(정범을 넓게 보자는 견

해 – 간접정범도 정범으로 보게 된다 – 교사범(Anstiftung) 또한 형벌확

장사유로 인한 정범으로 보아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와 형벌축소사

유(정범을 좁게 보자는 견해)로 구분이 되는 데에까지 나아갔을 것이며, 

이 또한 변증법적 사유 과정을 일로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형벌확장사유는 지나치게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등장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현대적 논의로서 객관설, 주관

설, 행위지배설이 있으며 작위범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는 행위지배설이 

주류적 학설 판례의 태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Zygmunt Bauman은 Nazism이 계몽철학에 바탕을 둔 서구적 근

대성의 뿌리의 귀결이고, 근대성에 역행한다기보다는 근대성의 한 모습

이자 근대화의 대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현상이라 한다.210) Foucault는 Pa

rrhesia의 개념을 차용해, ‘Wahrsprechen의 기치’를 설파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일종의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내용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고 Parrhesia에 있어 그 방식도 중요하다.211) 공동으로

만 결과가 방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정범으로 이론구성하

210) Zygmunt Bauman, Modernity and the Holocaust, Polity Press, 1989(이철우, 

“‘법과 사회 ' 이론연구회 편 - 논단 : 법에 있어서 [근대] 개념 - 얼마나 유

용한가”, 법과 사회 제16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9년 11월, 262면 주 16) 

“재인용”)

211) Michel Foucault/Jürgen Schröder역, Die Regierung des Selbst und der 

anderen, Vorlesung am Collège de France 1982/83,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9, S.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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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벌하려는 입장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212)

독일에서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러

한 실질적 공동정범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213) 그리고 이러한 공동정

범의 인정요건으로는‘공동의무’의 공동위반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데, 즉 보증인들이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위반하였

을 때 비로소 구성요건실현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부작위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된다.214) 물론 그러한 공동의무는 ‘보증인의 공동부작위가 없으

면 그것을 위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두 사람 중

에서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동의무는 

이행될 수 없는 것이며, 즉 공동의 부작위가 있어야만 구성요건이 실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부작위행위는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인

데, 어떠한 근거로 개별적 부작위가 공동의 부작위로 평가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다.215) 예컨대 피해자가 

안과 밖의 이중의 문에 의해 감금이 된 상황에서 甲과 乙이 각각 그 문

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둘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만 피해자를 구할 수 있고 각자는 연속해서 문의 잠금장치를 열어

야 하는 경우처럼 공동으로만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의무도 동시에 이행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례216)에서, 문 두 

개를 여는 각각의 열쇠를 가진 두 명의 열쇠보관자 중 한 사람이 열쇠사

용을 거부하면, 방에 갇힌 사람은 풀려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의무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의 형태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무의 공동위반’이 불가결의 요건이다”라는 것은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통설이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

라 생각되고 단지 부작위의 공동정범도 있을 수 있다는 말 이외에 아무

212) 이용식, 주 134)의 글, 178면.

213) 김봉태,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부산대) 제32권 제1호, 

1990, 100면. 

214) 류부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공동의 협력적 의무상황에서의 부작위 

–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150면.

215) 앞의 글, 150면.

216) 허황, 주 85)의 글,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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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217) 독일에서는 부작위의 공동정범

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실질적 공동정범의 사례를 예로 들

고 있다.218) 그리고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의 인정요건으로는 ‘공동

의무’의 공동위반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증인들이 공동의 의

무를 부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구성요건실현을 긍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사 부작위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19) 부작위

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작위의무위반이 요구되고 공

동의 작위의무위반은 공동의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수인이 타인의 작위

의무위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으로도 쉽

게 실현될 수 있으며 부작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수인이 결과발생을 방지할 공동의 작위의무를 지고 있거나 또

는 수인이 공동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족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수인이 타인의 작위의무위반을 인식하면서도 이

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

다.220) 유럽인권재판소는 12세 남아의 사진과 신체적인 묘사가 Online da

ting website에서 아이와 부모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게재

되고 성적광고로 활용된 사건에 대해서, 12세 아이로 성적(性的)으로 유

도하는 포스팅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CHR)의 제8조의 사생활(privacy) 및 가정생활(family life)에 대한 권리

와 관련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KU v Finland, Application no. 2872/

02, 2008) : 비록 공권력의 임의적인 간섭에 대항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것

에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간섭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역할(negative undertaking)에 더하여, 사생활 또는 

가정생활을 위한 효과 측면에서 내재하는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

s)도 있을 것이다(Airey v. Ireland, judgment of 9 October 1979, Series A 

no. 32, §32).221) 이는 소극(Negation)적 의무 외에 적극적 의무 개념을 

217) 이용식, 주 134)의 글, 179면.

21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사법연구 제5호, 1992·1993, 79면. 

219) 이용식, 주 134)의 글, 178-179면.

220) 김태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24], 2016,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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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판결의 일종이라 생각된다.

들뢰즈(Gilles Deleuze)에게 있어서 윤리적 작업은 행위의 규범을 따르는 

이성적 주체의 논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윤리는 변화하는 신체의 힘을 

제시하는 정동(情動)의 측면에 주목하여, 능동적 행위 역량을 증대하는 

존재방식들(manières)을 만드는 것이며, Deleuze는 윤리적 논의를 형식적 

보편타당성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의무에 입각하지 않고, 존재 방식을 새

롭게 생산하고 기존의 가치를 비판하여 다시 구축하는 작업으로 검토한

다.222) 칸트의 도덕관에는 매우 엄격한 바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선하다

고 할 수 있는 동기는 단 한 가지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따라

서 그 밖의 동기가 있다면(가령 이익�상벌 등의 고려), 그것은 도덕적으

로 선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223) 칸트는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

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 자제의 도덕(the morality of self-abneg

ation)의 전형인 것으로 이해된다.224) 생각건대 ‘보증의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제’라는 문구의 의미를 아마 자기희생 정도의 의미

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상기의 점에 비

추어 보면 적극적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면 

그것이 정언적 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가벌성의 확장인가?

부작위 공동정범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부

작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수인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

로만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중요한 법

익보호를 위해서 수인의 보증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이고 또 법적으로

221) Christoph Möllers, “The Triple Dilemma of Human Dignity : A Case 

Study”, Understanding Human Dig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74면. 

222) 김은주, “들뢰즈의 행동학(éthologie) - 되기(devenir)개념과 실천적 의미 

-”, 시대와 철학 제25권 2호(통권 67호), 2014, 72면.

223) Jose Llompart/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파주: 경세원, 2000, 95면. 칸트

는 ‘의무이기 때문에’(aus Pflicht)라는 동기만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

로 선하다(gut)고 보고 있다.

224)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년 2월,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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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협력이 요구되기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요구되는 부

분행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보증인이 부작위로 나아갔다면 이는 이

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동시범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각 보증인은 자신이 맡은 ‘부분’행위를 했더라도 타인의 비협

조, 즉 부작위로 인해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안

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결국 각자가 구조에 필요한 자신의 일

부행위를 거절함으로서 공동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의무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225)

부작위 공동정범 긍정설에 대해서는, 의무자가 다른 의무자의 의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과책임을 묻는다면 너

무 가혹한 가벌성의 확대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고 보인다. 

세월호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비록 문제된 자들인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 상

호간의 공동정범을 부정하였으나, 소수의견은 이들의 고의를 긍정하고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기존 판례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공범관계에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

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에 의한 범죄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간의 공

동정범성을 인정하였다226)고 한다. 

부작위범 사이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부작위

의 특수성에 주목할 경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부정되나, 공동

정범의 본질에 주목할 경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아 처벌하려는 것이 우리 통설적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성립요건으로

서 공동의 결과방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의무의 공동위반이 필요

하며, 최근의 판례 또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

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에만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27) 위 판례에서는 “부작위범 사이의 

225) 허황, 주 85)의 글, 279면.

226) 앞의 글,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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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

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228)”고 보아 진정부작위범

의 경우 작위의무자만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부진정부작위범

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229) 부진정부작위범

에서도 결국 작위의무가 없으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

다는 견해로 보이는데, 이 점은 필자의 취하는 견해와 동일하다.

참고로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에 있어서의 실질설은 범죄

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양자를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하는 견해로서,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충족되지만, 부진정부

작위범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고 한다.230)

(3) 공동의무의 개념

가. 서설

Roxin 교수도 정범적격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한

다.231) 어떤 보증인의 부작위를 다른 보증인에게도 일체로서 파악하는 

근거, 다시 말하면 부작위범에서 공동성을 근거지우는 기제로 공동의 결

과방지의무를 들고 있음이 일반적이다.232) Roxin 교수의 의무범설에 의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으로서, 의무위반만이 정범성을 근거 지우

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에 관해서도 ‘의무위반의 공동성’과는 다른 무

엇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233) 즉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도 

의무위반의 공동성만 있으면 의무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Roxi

n의  견해이다. Roxin 교수는 의무범의 공동정범은 일반적인 정범개념에 

227) 이용식, 주 61)의 책, 73면.

22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229) 오영근, 주 59)의 책, 176면.

230) 류화진, “상고심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200면. : 즉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으로, 부진정부작위범

은 결과범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통설이다.

231)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8. Aufl., 2006,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6, S.476. 

232) 부작위로 귀속하는 것이 공동의 의무인가 아니면 공동성을 근거지우는 것

이 공동의 의무인가 하는 의문은 남아 있다.

233) Claus Roxin, 주 231)의 책, S.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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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입장인데, 즉 일반적인 정

범개념에서는 실행단계에서 행위 기여에의 상호협력이 있어야 하지만 의

무범에서는 공동의 의무에 대한 공동의 침해에 따른 결과 야기가 있으면 

되고 그 결과 의무범의 공동정범은 여러 개인들이 전적으로 동일한 의무

로 결속되어 있을 때에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234)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취하면서 Roxin 교

수가 의무범에서 정범설을 취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은, Roxin 

교수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방어가 

쉽지만은 않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취하는 학설에

서는 대개는 부작위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Roxin 교수는 의무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의

무범이라고 주장하는 부작위단일정범 학파에서는 Roxin의 부작위 공동정

범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논리를 펼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의 의무 내지 의무위반의 공동성이 부작위 공동정범의 전제요건이

기에 부작위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보증인 각자에게는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독정범의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동자 전원

의 행위에 상호성 혹은 상호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 보증인들

이 일체로서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복수의 보증인이 공동으로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즉 

실질적 공동정범의 상황에서는, 모든 보증인 각자는 자기의 작위만으로

는 결과를 저지하지 못하고 다른 보증인에게도 협력을 의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보증인의 부작위가 결과불저지라는 

사태에 있어서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각 보증인의 작

위의무는 동일하게 중요한 결과저지의 요건이다. 다른 보증인의 작위가 

없으면 결과방지는 불가능하다. 어느 한 보증인의 부작위가 다른 보증인

의 결과방지가능성을 제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 보증인이 의사연락 

하에 작위를 하지 않으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의사연락 하에 공통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 모두 작위의무를 이행하

234) 이용식, 주 23)의 글,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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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며, 특히 공통된 의무를 부여받

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의

사연락을 통해 함께 부작위로 나아간 경우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

는 것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의 인정을 통

해 처벌의 흠결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

한 상황에서도 부작위에 대한 묵시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235) 결국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공동의 실체가 인

정된다면 공동정범의 가능성은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

에서는 부작위 상호 간에 있어서 공동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각각 부작위 정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사례

각각 부작위 정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둘이 

협력해야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어린아이가 차에 깔렸는데 아

버지 혼자 차를 못 들 경우 아버지는 무죄가 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자. 어머니와 둘이 공동으로 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 부작위 공동정범

이다. 단독범으로 보면 아이가 깔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무죄가 

되어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지

만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의무란 각자에게 부여되는 것인

지 공동의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된다.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의 입장

에서는 개개인에게만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의무를 인정한다. 사회 안에

서 그런 의무가 있는지는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것이 부작위 공동

정범 부정설의 입장이고 법이론적으로 공동의 작위의무가 있다는 입장이 

부작위 공동정범 긍정설의 입장이다. 법철학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이

지만 본고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보았다. 

다. 각자 정범이 되면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가

235) 권노을, 주 182)의 글,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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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호간의 묵시적・승계적 의사연락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도 

가능하지만 각자가 정범이 되는 한 이를 인정할 실익은 없다236)는 견해

는, 각자가 정범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

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① 보증인이 공동으로 결과를 방지할 의무의 유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는 공동의 범행결의로 부모가 힘을 합쳐야 들 

수 있는 무거운 나무 밑에 깔린 자녀를 구조하지 않은 경우’는 일부실

행 전부책임의 원칙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237)

부모 중 일방의 작위로는 결과가 방지되지 않고 부모 모두의 작위가 있

어야 결과방지가 가능한 상황에 수인의 보증인은 각자 결과발생의 방지

를 위하여 다른 보증인의 작위를 이끌어 낼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에 있

어서 개별 보증인은 그렇지만 굳이 개별 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의 작위

를 이끌어 내어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

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고238), 이에 대하여 제30조의 ‘공

동으로 죄를 범’한다는 문언을 결과방지를 위해 개별 보증인이 자신에

게 가능하고 기대되는 것을 하고 타인의 작위를 이끌어 낼 의무가 공동

의 합의를 통해 창출된다는 의미로 읽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239) 제18조가 위험발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

의 보증인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부진정부작위범이 결과범임을 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결과방지의무는 구성요건적 결과

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이다.240) 보증인의무에 있어서 위험방지의무는 결

과방지의무(Erfogsabwendungspflicht)로 이해되어야 하고 결과방지의무라 

하여도 그 유무만이 아니라 정도를 정범이 되는 강한 결과방지의무와 종

범이 되는 약한 결과방지의무로 나눌 수 있다.241) 개별 보증인이 공동정

236) 김동률, 주 52)의 글, 74면.

237) 이용식, 주 134)의 글, 172면.

238) 이창섭,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비교형사법

연구 제18권 제1호, 2016, 141면.

239) 김성룡, 주 173)의 글, 57면.

240) 이상돈, 주 96)의 책, 228면

241) 앞의 책,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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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므로, 일단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개별 보증인은 이미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야 하고, 공

동정범관계에 있는 보증인 모두가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구성요건적 결과

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작위도 이끌

어내어 결과발생을 방지해야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에, 따라서 꼭 

공동의 결과방지의무를 도출해야 한다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이라는 공동

정범의 규율원리에 따른 결과, 개별 보증인이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다른 보증인의 작위를 이끌어 내어 결과 발생

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의무에 접근해 볼 수 있다.242) 이

는 이용식 교수가 국내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의 

관점에 해당한다.

동일 평면의 논의는 아니지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

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

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

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고(대법

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공범이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범의 행위도 중지시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243). 결국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질적 

공동정범이 되지 않으려면, 작위범의 공동정범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를 

받기 위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 공동의 결과방지의무의 필요성

다른 보증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보증인의 의무이행에도 배려

해야 하는 의무를 서로 상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공동의 결과방지의무

가 인정된다.244) 어떤 보증인의 부작위를 다른 보증인에게도 일체로서 

242) 이창섭, 주 238)의 글, 141-142면.

243) 앞의 글, 141면, 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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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근거 다시 말하면 부작위범에서 공동성을 근거 지우는 것이 공

동의 결과방지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공동의 결과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동으로 결과를 저지할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A라는 보증

인의 부작위가 B라는 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것이 ‘공동의 결과방지의무’이며 각자가 개별적으로 작위의무를 가지

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복수의 보증인이 동일상황에서 작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성’이 결여되어 동시범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고, 공

동의 결과방지의무라는 것은 결과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직접 행함’과 함께 ‘다른 보증인에게도 작위를 하게 할 의무’, 보다 

정확하게는 ‘다른 보증인에게도 작위를 하게 할 의무’ 내지 ‘다른 보

증인의 의무이행에도 배려해야 할 의무’가 “보증인 상호 간에” 존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것인바, 이러한 공동성은 보증인의 합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사회적⋅규범적 관점에서도 결정되는 것이

다.245)

중요한 혹은 대등한 역할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단독정범의 성립요

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행위들이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

과를 야기하고 있고, 공동정범자 전원의 행위를 일체로 볼 때 결과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여자들은 일체로서 동렬적으로 결과

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관여의 상호성 혹은 상호보충

성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6) 부작위 공

동정범에 있어서도, 보증인 각자에게는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아247) 단독정범의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동자 전원의 행위에 

상호성 혹은 상호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 보증인들이 일체로

서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

른 보증인의 작위가 없으면 결과방지는 불가능하며, 어느 한 보증인의 

부작위가 다른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을 제거시키는 기능을 하는바, 

모든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따라서 복수 보

증인이 의사연락하에 작위를 하지 않으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발생된 

244) Claus Roxin, 주 231)의 책, S.469f.

245) 이용식, 주 134)의 글, 185면.

24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525-531면. 

247) 사실상의 작위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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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248) 이에 대해, 의무자

는 다른 공동의무자의 선택이나 다른 공동의무자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

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동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보

증인의 부작위가 다른 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249) 물론 甲이라는 보증인의 부작위가 乙이라는 보증인의 부작위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부작위 상황이 보증인들이 반드시 힘을 합쳐서 보증

의무를 다해야지만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일 필요가 있을 것이

고 그것이 실질적 공동정범 상황인 것이다. 실질적 공동정범 상황 아닌 

때에는 즉 형식적 공동정범 상황일 때에는 각자 정범으로 처벌해도 상관

이 없을 것이다. 혹은 부작위 1인이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한다

면,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에 대해서만 개별적 처벌을 하면 족할 것이

다.

개인책임의 원칙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책

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자의 선임 감독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개별적인 결과방지

의무 이외에 다른 보증인의 의무이행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의 

결과방지의무는 보증인의 어떤 부작위가 전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각 보증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라고 할 것이다.250)

중요한 혹은 대등한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단독정범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행위들이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과를 야기하고 있고, 공동정범자 전원의 행위를 일체로 볼 때 결과회

피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여자들은 일체로서 동렬적으로 결

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관여의 상호성 혹은 상호보

충성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1)

B.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

248) 이용식, 주 134)의 글, 186-187면.

249) Busse,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sdelikten, 1974, S.333. 

250) 이용식, 주 134)의 글, 185-186면.

251) 정성근�박광민, 주 246)의 책, 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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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보증인 각자에게는 결과방지가능성이 인

정되지 않아 단독정범의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동자 전원의 

행위에 상호성 혹은 상호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 보증인들이 

일체로서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복수의 보증인이 공동으로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보증인은 자기의 작위만으로는 결과를 저지하지 못하고 다른 보증인에게

도 협력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동일한 상황에 있으므로, 모든 보증인

의 부작위가 결과불저지라는 사태에 있어서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평가되고, 각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동일하게 중요한 결과저지의 요건

이 된다. 다른 보증인의 작위가 없으면 결과방지는 불가능하고, 어느 한 

보증인의 부작위가 다른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을 제거시키는 기능을 

하는바, 모든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252) 따라서 

복수 보증인이 의사연락 하에 작위를 하지 않으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253) 즉, 각 보증

인이 정범적격을 갖고 있을 때에 각 보증인은 동등한 입장에서 부작위 

공동정범 적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보증인에게도 협력

을 의뢰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의 요건을 의

미한다.

생각건대, 보증인 모두가 동등한 정범적격을 갖는 경우는 평등한 관계

의 부모라든가, 혹은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암수술을 하는 의사

의 경우에는 각 과별 동등한 전문의들 간의 협진이라든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협진 낸 과의 주치의가 더 높은 

보증인지위를 갖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령 방광암 

치료를 위하여 비뇨의학과에 내원한 환자에 관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냈을 경우에 방광 내 종양의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정통해 있겠지만 방광 내 종양에 

대한 side injection을 통한 항암제 투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혈

액종양내과 전문의에게 전문적 지식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협진을 낸 뒤에도 여전히 더 높은 보증인지위에 있다고 말할 

252) 이용식, 주 134)의 글, 186면.

253) 앞의 글,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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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항암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에게 협진을 낸다면, 이때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모두 해당 암수술 환자에 대해 동등한 보증인지

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암수술을 위해서 비뇨외

과적 절제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암세포의 

확대와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각 과별 전문의들이 이를 행하

지 않았을 경우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암환자의 사망에 있어서 각 과별 전문의들이 협진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254) 복수 보증인이 

의사연락을 했다는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연락하는 자체만으로는 작위범이라고 보지 않는다. 부작위

범에서도 의사연락은 있을 수 있다. 의사연락이 없다면 공동정범이 될 

여지는 있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명확하지는 않

지만 일단 이 부분은 작위 공동정범의 양상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부작위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증인 지위를 

가진 다수의 자들 간에 보증인 의무를 해태한다는 사실이 있고, 자기뿐

만 아니라 상대방 보증인 지위자 또한 의무를 해태한다는 사실을 안 채

로 자신도 해태한다면, 이것이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

다. 다만 의사연락 수준을 넘어서서 공모의 단계에 이른다면 이는 부작

위가 아니라 작위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물론 중기(中期) 이후의 암환자

를 살리기 위한 대학병원 내 각 과별 전문의들의 협진을 실질적 공동정

범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남는데, - 이 부분은 구체적 상

황에 따라 실질적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형식적 공동정범

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문제보다는 법리문제를 검토하는 것

이기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겠다 – 적어도 세월호 사건에

서는 선장과 선원들 간에 실질적 공동정범 문제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254) 그런데 협진 체제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A, B, C 의사가 협진을 했으나 가령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계속될 경우 의사들

은 책임회피와 위험분산을 위해 더더욱 협진 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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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장만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선원들은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선원들은 유기치사죄로 처벌을 받

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이러한 선박사고 등에서 

오직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만이 처벌받고 2차적 책임을 지는 자들은 처

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비극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어쩌면 선장만이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

는 2차적 책임자들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장만을 1차

적 책임자로 국한한다면, 선원들이 공동하여 선장을 가두거나 물에 빠뜨

린 후 선원들만 탈출하는 비극적인 일이 도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

다. 위난상황에서 선박이 조난을 당해 많은 승객들이 사망할 위험이 닥

칠 경우, 선장만이 책임자라는 판결은 선원들로 하여금 그릇되고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보증인의무가 승격되지 않는

다면 선장의 희생을 통해 선원들은 면피할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려면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까지도 위난 상황

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을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으로 의

율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이 되려면, 각

자가 과연 보증의무를 실현할 수 없었는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장이 퇴선명령을 혼자서도 내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선원들 입장에서도 선장을 설득해서 퇴선명령을 내리게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선장을 설득해서 퇴선명령을 내리는 것에 실패한다고 

한들, 선원들이 위난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퇴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천

적으로 봉쇄된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C. 공동의무의 불이행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학설은 ‘공통’의 

의무와 ‘공동’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통’의 의무와 

‘공통’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서 ‘공통’의 이행과 

‘공동’의 이행이 같은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255)이 

255) 이창섭, 주 238)의 글, 138면 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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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대법원이 그동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해 온 ‘공통의무

의 공통(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라는 입장256)이 있다. 두 입장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공통이행 공통불이행이라는 의미가 공동이행 공동불이행과 같은 

취지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세월호 대법원 판례에서는 선원들(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 부작위 

살인죄 판결을 하지 않았다. 선장에게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다. 본 판결은 우선 선원들에게 보증인적 작위의무는 인정했다. 선

장과 선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에 관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옳다

고 본다. 공동정범은 처벌 가능한 행위가 여러 사람의 양해를 통해 발생

한 부작위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도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적으

로 보면 선장이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솔적 지위에 있지만 내

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선장은 선실에서 술을 먹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원들이 통솔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원들이 선장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에 그칠 수는 없다. 문제는 선원들

이 선장의 부작위 살인죄 정범에 대한 방조범인지, 아니면 선원들이 선

장과 함께 정범이 되는지 여부이다.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한계 

(Grenzen)기준에 있어서 외부적인 사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에서는 선원들이 통솔 지위에 있었다는 지표가 정범적격을 갖는 사태지

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방지를 해야 하는 공

범적격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선원들의 보증인의무를 긍정하는 한 

선원들을 부작위 살인죄 정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를 각각 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느냐

는 것이다. 선원들에게 지배‘가능’성은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선장이

나 선원이나 부작위 상황에서는 행위지배는 없다. 거듭 언급하지만 사태

지배는 행위지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의무의 이행에 가까울 것

이다. Schünemann의 표현에 따르면 사태 원인지배에 대한 제거 의무 정

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학설은 부작위에 의

한 공동정범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 제한적 긍정설, 전면부정설 

256) 김성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대한변

협신문 제578호, 2016. 2. 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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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전

면부정설 또는 제한적 긍정설 정도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부작위 공동정범 전면 긍정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각자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해상사고나 대형사고가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이 0은 아닐진대 이러한 부분은 다분히 부작위 공동정범의 인

정여부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인 지위의 승격 단계의 문제에서 

발생할 소산이 클 것이다. 선장만이 1차적 책임자로 국한되는 상황이 위

험한 상황이지 굳이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해야지만 해상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작위 공동정범 제한적 긍정

설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형법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과

는 다소 거리가 먼 관점이고, 오히려 근대형법적 관점, 즉 전통적 형법

적 관점에 가까운 입장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을 부작위 형식

적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실질적 공동정범으로까지 

처벌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

도 선장과 선원들은 함께 결과를 방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보증인 간의 부작위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

하려는 견해는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공동정범의 본질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하는 본질적 의미가 일부수행, 전부책임에 있다

면, 세월호 사건에서 공동정범을 긍정할 법적 의의는 없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은 각각 단독으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면 

모두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작동하여, 각각 부작위 단독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장과 선원 양자를 공동정범으로 할 실익이 있다

는 의견도 있는데, 정말로 양자는 동시범으로 의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는 의문이다. 동시범 논의를 하게 되면 공동정범 실익 부정설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제263조 동시범 조문에 대해서 각자 정범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

이다. 형법 제263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57)에서 헌법재판소는 가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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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을 했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의 재판관 숫자가 더 많은 것

에 비추어 보면 동시범일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문제가 많

다는 쪽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제2

63조는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일 경우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조문이다. 

상해죄에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

다”는 제263조 조문이 위헌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

게 된 경우에도 과연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다. 십분 양보하여 작위범에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살인죄 공동정

범으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범에서도 작위범의 

동시범과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하는가?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

가 있는 자들이 범죄자가 된다. 그러할 경우 보증인지위가 있는 자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된 행위가 판

명되지 않더라도 부작위 살인죄 공동정범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된다. 원래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조는 작위 공동정범에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 

공동정범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이다. 작위범에서 각자 정범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정범도 

인정하고 있듯이 부작위범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

다. 부작위범이 여럿이 존재할 때에 이 사람들 간에는 의무가 경합한다. 

선원들은 선장과 함께 배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로, 

선장과 선원들의 처분권한이 미치는 장소에서는 선원들에게도 질서와 안

전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선장이 1

차적 의무, 선원들이 2차적 의무이지만 1차적 의무자가 그 처분권한이 

미치는 장소에서 1차적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2차적 의무자인 

선원들이 1차적 의무자로 승격하여, 1차적 의무자와 함께 공동으로 1차

적 의무자가 된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선장과 함께 부작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부작위 실

257)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가10 결정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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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부작위 형식적 공동정범

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선원들이라도 퇴

선명령을 내리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부작위 각각 정범을 인정해

도 충분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작위 각각 정범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선장이 1차적 의무자이

기 때문에 선원들은 자신들이 2차적 의무자로 남아 있다고 생각할 것이

고, 1차적 의무자가 있는 한 자신들은 2차적 의무자로서의 소극적 역할

에 그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을 

함부로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적인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

다. 부작위범 또는 의무범은 주로 화이트칼라범죄(Wirtschaftsstrafrecht)

에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블루칼라범죄에서도 여전히 부

작위범은 문제가 될 것이다. 보증인지위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주어지지

만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는 게 꼭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만 사회

적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만 사

회적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화이트칼라업종범죄에 국한되

지도 않는다. 블루컬러 업종 내에서도 업종 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

에게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구체화

는 상황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각자 정범이 될 경우에도 공동정범을 인정실익 있는 경우

세월호 사건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부작위범 상

호간의 공동정범 성립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판례는 선장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부작위의 살인(미수)의 책임을 묻

고 승무원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 내지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장과 승무원은 수난구호법상 승객의 안전과 구조에 대한 공동의 의무

를 진다. 기존 판례의 입장이라면 ①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

죄의 공동정범이 되거나 ② 최소한 선장의 부작위를 묵인함으로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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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종범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승무원

의 부작위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

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였다.258) 선장과 승

무원은 그 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무의 공통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지만 승무원의 부작위는 행위지배

론적 관점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작위범에서의 종범으로 평가될 수 있음

에도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259)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관여하여 하나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속하

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죄를 

범하는 단독정범과 구별될 뿐이다.260) 제30조는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

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

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261)

수인의 보증인의 공동의 작위의무를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부

작위범의 영역에서 단일정범개념을 취하더라도, 수인의 보증인의 부작위

가 경합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262) 따라서 부작위범을 단일정범개념으로 파악하면서 부작위범 사이

의 공동정범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를 지지하기도 어렵다.263) 부작위 단독

정범과 부작위 공동정범 개념이 애매하다.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불요설

의 입장에서는 각각 부작위 정범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처럼 부작위 단독정범과 부작위 공동정범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개인책임원칙 및 제30조가 각칙의 정범구성요건의 보충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30조는 이러한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이해하

고 있는 바, 이는 여러 보증인이 단독으로 부작위범의 정범이 될 수 있

는 사안에서 보증인을 굳이 공동정범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든다는 견해이다.264) 하지만 공동정범의 인과관계는 공동행

위를 전체로서 고찰하여 파악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행위를 고찰하여 

258) 김동률, 주 52)의 글, 73-74면.

259) 앞의 글, 74면.

260)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31  1-3.

261) 앞의 책, §33  2.

262) 이용식, 주 134)의 글, 171면.

263) 이창섭, 주 238)의 글, 140면.

264) 김성룡, 주 173)의 글,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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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동시범과는 차이가 있다.265) 가령 작위범이기는 하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

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처럼 특별형법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해 

형벌(Strafe)을 가중하는 효과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부작위 사안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266) 부작위범267)이란 신체거동이 

없는 부작위에 의해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일컫는바, 부작위범에 있어서

도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

할 수 있는데, 형법 총칙상의 규정들과 관련 판례들만으로는 다양한 형

태의 관여자들이 각각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어떤 책임을 부담

하게 되는지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268) 이는 부작위범의 주체가 작

위의무자에 한정되고, 부작위범은 실행행위의 분담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발생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요구하는 등 작위범과 구별되는 

부작위범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69)

3. 형식적 공동정범과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 

(1) 형식적 공동정범 개념

형식적 공동정범의 사례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은 아버지와 어

머니는 부작위 살인죄 단독범이지만 부작위 살인죄 공동정범도 될 수 있

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아이에 대한 부작위 살인이다. 같이 구하지 말자고 말하는 등의 공모가 

있으면 작위이다. 교사범도 작위이다. 살해하라고 말을 하면 교사한 것

이 되므로 작위범이 된다.  

(2)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

265) 이용식, 주 134)의 글, 175면.

266) 이창섭, 주 238)의 글, 141면.

267) 부작위는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혹은 무엇

인가에 의하여 이미 창출된 위험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에 직접성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268) 권노을, 주 182)의 글, 281면.

269) 앞의 글,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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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들이 인적이 드문 산을 오르던 중에 

어린 아들이 산에서 떨어진 큰바위에 깔려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이

를 구조하려면 큰바위를 시급히 들어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

는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이고 부모가 함께 힘을 합치면 들 수 있는 정

도의 무게가 나가는 바위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 혼자서도 못 구하고 

어머니 혼자서도 못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부작위 살인 

죄 단독범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증인의무자 여럿이 함께 해야 

피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실질적 공동정범의 적절한 예가 될 것

이다. 아버지 어머니 둘이 같이 들면 구조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들지 

않는다면 그 둘은 실질적 공동정범이 된다.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으로

는 처벌이 가능한데, 단독범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다수 보증인 상호간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 보증

인 1인의 부작위에만 주목하는 한 보증의무위반이 부정될 것이라는 측면

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구성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270)

형식적 공동정범 사례 같으면 아버지가 혼자 바위를 들어서 아들을 구

할 수도 있고, 어머니 혼자 바위를 들어 아들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다. 부모 둘이 함께 들지 않고 부모 중 한 명만 바위를 들어서도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형식적 공동정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공

동정범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범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동시범으로 부르든 형식적 의미의 공동정범이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 공동정범은 혼자서는 아들을 구할 수 없고 보증인 

둘이 같이 들어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단독정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혼자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이 없기 때문이다.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보

증인 지위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보증인에게 불가능을 요구하

여 처벌할 수는 없다. 

통상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의 입장271)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정범으

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 유무 

270) 神山敏雄, 不作爲をめぐる共犯論, 成文堂, 1994, 302면 이하

271) Gropp,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10 Rn 93. 에서는 타 보증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인은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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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강조해왔다. 대부분의 사례는 형식적 공동정범 관련된 사례였겠

지만 이처럼 실질적 공동정범 사례에서는 보증인에게 무조건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피보증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명예는 ‘생명, 신체의 완전성, 자유’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등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272) 그러

므로 피보증인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

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큰바위 사례에서 어머니 혼자서

는 못 드니까 무죄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마찬가

지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혼자서 들기에는 바위가 너무 무겁

고 커서 애당초 작위의무 이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 둘

이 같이 바위를 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공동으로 

아들을 구조할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동위반은 부작

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든

다. 케어코리아 판례273)에서 설시한 요건들을 상기해 보면 큰바위 사례

에서는 공동으로 바위를 들지 않은 부모에게 ‘공동’ 위반이라는 부작

위 공동정범 요건이 충족되어 부모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부모가 각

자 단독범으로는 처벌될 수 없지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

론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공동정범 사례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굳

이 이론구성을 하지 않아도 동시범으로서 각자 처벌이 된다. 처벌에 아

무런 문제가 없고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단독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공동정범으로 이

론구성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실질적 공동정범이 되거나 무죄

가 되거나 양자택일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실질적 공동정범인가 중첩적 인과관계인가

일각에서는 실질적 공동정범 사례를 소위 부작위의 중첩적 인과관계(M

ehrfachkausalität) 사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A가 5g, B가 5g의 해독

272)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2008, 133면.

27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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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 부모의 해독제가 모두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상대방이 현장에 같이 있음을 알

면서도 서로 의사연락 없이 해독제 사용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한 사례를 

소위 부작위의 ‘중첩적’ 인과관계로 보고 있다.274)

그런데 실질적 공동정범은 중첩적 인과관계와는 다르다. 실질적 공동정

범은 비단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작위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문

제이다. 인과관련성을 논하는 측면이 아니라 부작위에서 보증인 지위에 

있는 각 가담자가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부작위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중첩적 인과관계로 임의적 전환을 할 수 없

을 것이다.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 입장에서는, 인과

관계를 굳이 검토하려고 한다. 개별 행위자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는 과정을 통해, 가급적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

런데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래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

기에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서 인과관계 존부를 검토하는 메카니즘은 없

고 또한 부작위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 의사연락존재도 요건이 아니다.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설시했던 케어코리아 판결275)에서 지점 실

장들에 대해 검사가 부작위 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의 기소의견을 내자 대

법원에서 공동정범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시해 주었다. 케

어코리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부작위 공동정범과 관련한 일반론

을 언급했는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는 것

이다. 첫째, 공동의 또는 공통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

째, 공통의 작위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

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비록 민사법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작위 불법행위

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작위의무는 무한대로 수

용할 수는 없으며, 작위의무를 과실론 또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견

해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276) 실질적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공동의 의무

274) 허황, 주 85)의 글, 280-281면.

27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276) 김기수, “부작위불법행위로 소고”, 고시계사, 1990년 9월,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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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의무와 인과관계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진다. 공

동정범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실질적 공동정범과 누적적 인

과관계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실질적 공동정범을 누적

적 인과관계라고 보는 것은 결국 부작위 공동정범을 부정하기 위해 공동

정범을 인과관계로 치환시키는 격이 아닐까 한다. 

나. 검토

가령 어떤 회사에서 회사합병을 위해 10인 중 6인의 이사진이 찬성해야

지만 가결되는 상황에서, 6인의 찬성은 누적적 인과관계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과는 무관하다. 10인 중 어떤 이사진으로 6

인을 구성하여 찬성이 되든 그것은 누적적 인과관계는 될지언정 실질적 

공동정범 사례는 아니다. 우연히 10인 중 6인이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6인 간에는 애시당초 공동의 의무 같은 것이 없었다. 6인은 우연적 결합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찬성표를 던진 6인의 이사진 간에 공동의무 같

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위에 깔린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함께 

바위를 들어야 하는 상황은 공동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누적적 인과관계와는 그다지 많은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되는 부분이 있다. 의무의 문제이지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다. 가령 총알을 두 발을 쏘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에 총을 쏜 2인에게 

공동정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 각각에게 총알 두 발씩 쏘았

던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10인의 이사진 중 

6인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회사 정관의 경우에는 1표씩 행사했던 이사진 

각자에게 6인에 해당하는 투표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무와는 무관한, 단지 누적적 인과관계일 뿐이다.

누적적 인과관계가 실질적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지록위마인 부분이 다

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실질적 공동정범이 누적적 인과관

계라고 정의한 뒤 누적적 인과관계성을 깨기만 하면 실질적 공동정범을 

깨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 공동정범과 누적적 인과관계 간에 

상관이 그리 많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

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경

향이 농후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인과관계론적인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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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정범적격이 있다고 보고,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

으로 의율하려고 한다. 정범단일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단일정범설을 취하게 되니 인과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정범

이 되고 공범은 성립되지 않으며, 정범이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하는 이

분법적 사고로 귀결된다. 그런데 그 중간은 과연 없는 게 타당한지는 의

문이 든다.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무조건 정범이 되고, 방조범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는가? 정범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된다면, 이는 역설

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을 낳는다. 물론 정범이 성립되지 않을 경

우 무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역설적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벌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벌

성을 확장하는 측면에 가깝게 될 것이다.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은 막아

야 할 것이다. 의무범론적 기준에서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주장하는 입장

에서는 의무의 강약 대신 의무의 유무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학설

(1) 서설

인과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조종에 본질이 있는 작위와 달리 부작

위는 가능하고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본질이 있다는 점

에서 부작위범만으로 구성되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학설은 다투고 있다.277) 참고로 독일의 판례는 부

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을 긍정한 것도 있고, 또한 판례 주문에서 다루지

는 않았지만 이유 설시 부분에서 그 가능성을 긍정한 것도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막상 유죄 판결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

다.

(2)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실익 여부

어떠한 근거로 부작위범 영역에서 그러한 공동의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277) 이용식, 주 134)의 글, 1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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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하여 제30조가 부작위범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규정인가 하는 

의문이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278) 부작위 공동정범

이라는 법리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어지간해서는 단독정범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

서 든 큰바위 사례 등의 예처럼 보증인 여럿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례

들에 한해서 실익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실질적 공동정범 사례이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공동의 작위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는 설시하고 있

다. 그리고 부작위 공동정범 법리로 처벌하지 않고 부작위 단독정범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의 난점은 작위 공동정범에서도 그대로 나

타난다. 작위 공동정범 쟁점에서도 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작위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작위 공동정범을 굳이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즉, 작위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부작위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 실익을 묻는 것은 의아하다. 사실 형

법은 제19조를 통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해 어떤 결과를 

야기했을 때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 행위

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63조에서는 독립행

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해죄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동시범 특례 규정은 실제로 저

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위반이 아니

냐는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 결정했다.279)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까스로 위헌을 피해간 것이다.280)

278) 김성룡, 주 173)의 글, 54면 이하.

279)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가10 결정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위

헌법률심판 사건.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

고 있어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가해 부위에 상해가 발생했

음에도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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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긍정설

가. 서설

제18조는 부작위범의 가벌성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그 이후 그것

이 단독정범인가 혹은 공동정범인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에 선행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부작위범의 처벌이 제18

조에 반하여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거는 타당하

다고 할 수 없다.

수인이 부작위를 통해 하나의 결과범에 참여했을 때 결과의 귀속방식, 

범죄가담형태에 관한 문제는 명확히 규명돼 있지 않다. 결과발생을 요건

으로 하는 하나의 범죄에 수인이 부작위를 통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비단 부작위에 의한 동시범(단독정범) 내지 공동정범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가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도 등장하는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 특히 부작위에 의한 

종범(Beihilfe durch Unterlassen)의 문제로 견해대립이 아주 심한 문제영

역에 속하며, 즉 행위자는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해서도 공동정범 또

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형태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있다.281)

수많은 조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하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282) 어느 누구를 어떤 이론적 근거로, 정범으로 처벌하는지 

아니면 공범으로 처벌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형법이론적으로도 그러하

지만, 현대사회의 분업화�조직화 경향과 맞물려서 형법의 대(對)범죄투쟁

이라는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가 갈수록 분업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면서, 범죄도 2인 이상이 일정

280) 형법 ‘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 가까스로 ‘합헌’

     "의도하거나 예상한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반하

지 않아”, 법률신문, 2018. 4. 4.

281) 허황, 주 85)의 글, 278면.

282) 조직적 범행지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상돈, “합동범과 공동범의 해석

정책”, 저스티스, 통권 제73호, 2003, 95-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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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을 이루어 분업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졌기에 형법 공범론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더욱 커졌으므로 이러한 공

범론의 형법이론적 의미는 부작위 행위와 결합하면서 더욱 중요하면서도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283) 물론 이러한 조직 중심의 범죄 때문에 법

인의 형사처벌을 긍정하는 견해도 생겨났고, 조직모델에 의해 법인의 형

사책임이, 유책한 종업원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보다 적합한 법인책임의 범위를 가늠함에 있어서 시사

하는 바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284) 가령 보이스피싱(Voicephishing)

범죄는 다수 공범들에 의한 대표적인 직업적�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업화�분업화�체계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라 그 피해는 확산

되고, 검거 및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다.285) 이에 대해 2016. 5. 12. 대법

원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을 형법상의 범죄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86) 이는 당시 사문화되어 있던 형법상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최초로 적용한 판례이다.287)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긍정설로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

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견해288)가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순수

한 의무범죄이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한 기능적인 범행의 실행분

담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단지 의무위반의 공동성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289)도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수인에 의해 공동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의무

가 존재하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보증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수인의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도 이론적 관점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283) 류부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공동의 협력적 의무상황에서의 부작위 

–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139-140면.

284)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통권 제

29집), 2010년 2월, 90면.

285) 박경세,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재판 동향 검토, 2019년 형사판례연구회 공

동 학술세미나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남형사

판례연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14., 1면.

28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287) 박경세, 주 285)의 글, 7면.

28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10-4

289)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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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 영역을 지배

하는 인과성 도그마틱이 개입될 수 없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범이론도 

작위범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290) 또한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은 작위범에 있어서의 그것인 범행지배(T

atherrschaft)와는 질적으로 다르다.291)

의무는 특정인에 대한 의무이지 공동의무가 아니라고 하며 부작위 공동

정범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292) 부작위 상호간의 공동정범에 관하여

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현재 다수설적 견해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Roxin 교수 본인도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필요성을 부

인하지 않는다.293) 물론 부작위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논의가 있

긴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김성룡 교수에 의해서이다.294) 그 

뒤 케어코리아 사건 판례가 나온 뒤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부정

설 입장에서의 논의가 지속되었고295), 이에 대한 반대의 취지에서 부작

위 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긍정설의 입장에서의 논의가 지속되었다.296)

아직은 문헌이 국내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인의 부작위에 의한 공동

정범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불가

능한 것이 아니기에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에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부작위 공범론도 작위범의 공범론과는 달라야 한다고 

한다며297) 부작위 공동정범 긍정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등장하였

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장이 승객 등이 구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퇴선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 등의 사망・상해의 결과는 선장

이 승객 등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때문이며, 여기

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선장과 승무원에게 기능

290) 허황, 주 85)의 글, 293-294면.

291) 앞의 글, 293-294면 주 59).

292) 류부곤, 주 283)의 글, 155면 이하.  

293) 허황, 주 85)의 글, 292면 주 54).

294) 김성룡,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비교형

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139면 이하

295)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형사판례연구 [12], 2004, 25면 이하

296) 이용식, 주 134)의 글, 168면.

297) 허황, 주 85)의 글,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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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장과 승무원을 부작위범 사이의 공

동정범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298)

나. 필요성은 있으나 실익이 적다는 견해

한편 보증인들이 공동결의를 통해 이견의 여지를 줄이고 결과발생의 위

험을 높임으로써 단독정범에서보다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보증

인 모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299)고도 쓰

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지는 않은데, 그 실익이 적다는 취지로 읽히는 견해도 존재한다.

(4)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부정설

부작위범에 다수인이 참가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공모는 행위자 사이의 주관적인 연결고리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이미 부담하고 있는 보증인의무가 공동의 의무로 바뀐다고 보기도 어렵

다는 이유에서 이때 굳이 개별 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의 작위를 이끌어

내어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을지

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보증인 혼자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

하지만 보증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힘을 합치면 결과발생을 방

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고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는 취지에서, 보증인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령 중병에 걸린 딸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의사의 치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딸이 사망

한 경우 아버지에게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부작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300)

298) 이창섭, 주 238)의 글, 146면.

     또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동순위의  

    보증인의무가 있는 보증인 사이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99) 김동률, 주 52)의 글,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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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정범설 주장

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 보증인적 지위는 의무

범론에서 말하는 법적인 특별의무인 결과방지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부작

위범의 성립여부는 결과방지의무의 위반이 기준이 되므로, 보증인이 자

신의 특별한 결과방지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정범이 성립된다. 단, 예

외적으로 문제되는 구성요건이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특별한 주관적 구성

요건표지가 요구되는 경우나 자수범인 경우와 같이 부작위로는 범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공범이 인정된다는 것이 부작위 단일정범설이 주

장하는 입장이다. 의무범은 의무에 위반하면 다 정범이라는 것이다. 

단일정범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부작위범의 정범이 어떤 경우에 성

립할 수 있는지,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의무위반만으로 정범이 인정

된다는 Roxin 교수 중심의 의무범이론을 일단 배척한다면 첫째, 지배표

지만으로 부작위의 정범과 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둘째, 지배표지에 의

무위반을 추가할 것인가의 선택지가 남는다고 하면서 아마도 국내의 해

석론에서 대부분의 입장은 은연중에 두 번째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보면서,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면 아마도 부작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상대적으로 감소(Verminderung)하게 되고, 결국 

피고인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는 생각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301)

는 입장이다.  

Armin Kaufmann은 부작위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이다.302) 또한 독

일에서는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되는 까

300) 이창섭, 주 238)의 글, 142-143면.

     따라서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별

적 행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로 보아야 한다. 타인이 협력을 거절하여 결

과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 보증인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결과발생방지를 목적으

로 타인의 작위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부작위가 아니다. 보증

인의무를 이행한 이상,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301) 김성룡,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

지배?”,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2016, 244면 참조.

302)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제2판, 1988, 189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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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부작위 단일정범을 채택하더라도 형량이 감경되기 때문이다. 그래

서 굳이 부작위 공범을 인정할 실익이 적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부작위 감경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부작위 단일정범으로 가게 되면 

형벌이 가혹해지는 측면이 있다. 부작위 종범을 인정하여 가급적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형법 제50조는 공범자도 특

별한 근거 없이 무조건 정범으로 처벌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는 1968년 특별한 인적표지가 없는 공범자가 공범종

속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

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공범과 신분에 관한 독일형법 제50조

도 개정되었다.303) 물론 입법자가 부작위범에 있어서 단일정범설을 취해

버리면 어쩔 수는 없다. 실제로 오스트리아형법에서는 부작위범에서뿐만 

아니라 작위범에서조차 단일정범체계를 채택하고 있다.304) 문제는 입법

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파생된다. 정범만 

인정되고 방조범으로 감경해줄 수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정범체계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형

법에서도 공범과 신분과 관련해서는 단일정범체계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

진다. 단일정범체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공범은 없이 정범만 인정되거나 

무죄가 돼야 하는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할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정범체계를 깨면서 조문을 만들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독일형법 제28조는 신분범을 구성적�가감적 신분범으로 구

별하여 공범과의 관계를 각각 판단하는 유형이고 이 점은 일본형법 제65

조도 마찬가지이다.305)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취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작

위방조시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포함

하지만, 정범은 방조범의 방조행위를 인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이른바 편

면적 방조범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컨대 절도범의 애인이 몰래 일방적으

로 망을 보는 행위도 정범의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306)라고 한다. 

303) 이인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8면.

304) 이창섭, “한국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8월, 99면.

305) 이인영, 주 303)의 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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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부작위범의 관여 형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① 대법원이 부작위 단일정범표지를 제시했다는 논거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장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부작위

의 살인(미수)죄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결국 부작위 단독정범 표지를 

제시한 셈이라는 입장이 있지만307) 제18조의 규정이 그렇다고 부작위범

을 정범으로만 처벌하거나 공범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단일정범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이다.308)

② 부작위범 단일정범설의 기타 논거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장 중

요한 논거는 부작위범은 의무범이라는 것이다. 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

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 보증인적 지위는 의무범론에서 말하는 법적인 

특별의무인 결과방지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즉 부작위범의 성립여부는 

결과방지의무의 위반이 기준이 되기에 보증인이 자신의 특별한 결과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309) 이와 같이 

보증인은 자신의 고유한 의무위반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결과방지의무에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부작위가 항상 결과를 다른 사람의 매개 없이 직접 발생시키는 것

이고 따라서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인 것이다.310) 이는 다

306) 이정원, 형법총론, 초판, 법지사, 1997, 383면.

307) 김성룡, 주 301)의 글, 237면 이하.

308) 이용식, 주 134)의 글, 166면.

309) Arana, Täterschaft und Pflichtverletzung, 2010, S.183.

그러므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행위지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부작위자는 단지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이므로, 사태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태를 지배 조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증인은 구성요건

적 결과를 항상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이 결과를 방지해야 한

다는 의무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증인은 결과방지의무를 항상 절

대적으로 가지는 것이지, 보증인의무 내에서 단계를 나누거나 보증인의무를 그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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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범죄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311) 즉 부진정부작위범

은 보증인의 범죄이지 결코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이다. 그리하여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항상 부작위 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며, 부작위에 의해 행위하는 경우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규정이 적

용되지도 않고 또한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결론이 된다. 결

국 부작위범에 고유한 정범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8조에서는 작위의무자가 결과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과발

생을 방지하지 않은 자’는 바로 정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것이고, ‘발생된 결과’는 정범에 의한 결과발생에서 말하는 결과이

지, 공범에 의한 결과발생에서 말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

미이며, 또한 다수인의 범죄참가에 관한 “총칙” 제32조 방조범 규정

은, “각칙”, 즉 작위범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312) 부작위범에 다수인이 참가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더

라도 참가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이 협력을 거절하여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이 결과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보증인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야 하고, 또한 결과발생방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작위를 이끌어내려고 노

력하는 것은 이미 부작위가 아니라는 입장313)이 있다. 그런데 상기 논문

에 의하면 보증인의무의 순위를 기준으로 누구의 부작위인가를 척도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능적 행

위지배가 인정되는 동순위의 보증인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

310) Roxin, AT II, 2003, §31 Rn.150

311) 김성룡, 주 180)의 글, 133면.

312) 이용식, 주 134)의 글, 166면.

이렇게 보아 결국 형법각칙의 작위범을 형법‘총칙’제18조에 의한 ‘부작

위’의 형태로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총칙’제32조 방조범은 성립가능하지 않

다고 해석한다.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주장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해석을 하는 입

장에 의하면 결국 보증인의 부작위를 통한 방조는 현행법상 성립될 수 없는 개

념이 된다. 이름을 붙이자면 부작위범의 ‘배타적 단일정범설’또는 ‘절대적 

단일정범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313) 이창섭, 주 238)의 글,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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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314)를 취하고 있어, 결국 부작위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작위범의 해석상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둘 이

상의 보증인이 협력하여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나 다수인이 의사

결정을 통하여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만약 개개의 보증인 

단독으로는 결과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하다면 보증인적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인데,315) 법적 의무는 각자가 부담

하는 것이지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보증인이 공

동의 의사로 결과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인 각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동시범에 불과하며, 부작위범은 단일정범개념으로 

파악되는 범죄형태라고 하고, 같은 맥락에서 형법은 부작위의 정범과 공

범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제18조의 체계적 해석이고 다수의 보증

인의 작위로 결과방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과 

협력하여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제18조 및 제30조에서 도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이

다.316) 결과발생에 수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결과발생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인적 지위 자체를 부정하여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보인다.

부작위범은 단일정범으로 이해하여 별도로 공동정범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317) 작위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완전

한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해질 수 

없는 측면에서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318) 그런

데 이러한 견해들 역시 부작위범 사이의 의사연락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정범성의 인정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어

떠한 논거하에서 부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 규명은 없는 문제

점이 있다. 특히 부작위범의 해석상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314) 앞의 글, 142-143면. 

315) 김성룡, 주 294)의 글, 168면.

316) 김성룡, 주 180)의 글, 133면; 김영중,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2월, 56-57면.

317)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4권, 2000, 249면.

318)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12, 460면.



- 103 -

에서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성이 논의되는 특수한 사례영역을 부작위범

의 성립문제와 결부시키는 논리적 순환을 통해 공동정범 인정여부의 이

론적 난점을 회피하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보증인 지위가 있

는 상대방이 범행 발생을 저지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보증인 1인이, 상

대 보증인도 범행 발생을 저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보증인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죄로 하거나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일단 보증인 지위가 있는 상대방이 보증의무 불이행 

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여 구조의무를 성공시키기 않는 것 자

체로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작위범의 참가자들은 사건에 대한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영향

력의 강도나 종류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구별되나 부작위에 의한 참가는 

사건에 대한 사실적 영향력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지 잠재적 관련성만 

가지고 있기에, 사건에 대한 잠재적 관련성만으로는 작위범의 정범척도

인 범행지배가 없으므로 정범을 근거지울 수 없고, 또한 작위행위자와의 

관련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도 성립하지 않으며, 따

라서 부작위에 의한 참가는 작위에 의한 참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제3의 

범죄형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범죄형태의 특성은 결과발생을 저지하

지 않음으로써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부작위

범의 고유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모

두 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319)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영향력은 

사실적 범행지배((faktische Tatherrschaft) 또는 사실적 관련성(tatsächlich

en Zusammenhang)으로 생각된다. 잠재적 관련성은 개연성(Wahrscheinlic

hkeit)정도의 의미일 것 같다. 그런데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의 참

가자들과 같은 사실적 영향력(혹은 이를 사실적 범행지배라 치환하더라

도 마찬가지 결론)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무의 유무 나아가 

(본고에서 주장하는) 의무의 강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

다.

나. 단일정범설 주장의 난점

319)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2003년 

12월, 30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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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상호간의 범죄에서, 부작위범에 대해 단독정범표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부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의 상황에다가도 작위 정범

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의 부작위 가담자를 정범으로 보아야 할지 공범

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는 학설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가령 

위에서 어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만 있는 어머니는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 혹은 부작위 

공동정범의 사례이지,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가 아니다.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는 가령 어떤 작위 살인범이 어린 아들을 죽일 

경우 가까이 있던 아버지도 부작위 정범이 되는지 부작위 방조범이 되는

지 여부를 묻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작위 살인범에 부작위로 가

담하는 아버지가 부작위 방조범인지 부작위 정범인지는 기존의 정범설, 

종범설, 구별설, 동가치성설 등의 구별기준 4가지로 구분하면 된다.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경우 후행 부작위범을 공범으로 파악하는 것

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은 논란이 돼 왔다. 후행 부작위범이 정범

이 되느냐 공범이 되느냐 그 구별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후행 부작위범도 

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320)

일단 작위 살인범이 어린 아들을 죽일 때 가까이 있는 아버지 사례만 

놓고 볼 때, 작위 살인범에 부작위한 아버지를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

고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정범이라

는 원칙적 정범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떤 경우에 정범이 되고 어떤 경우에 방조범이 되는지는 그 제시된 기준

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사실 부작위는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를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 기준을 정립

할 수 없으니까 부작위는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모두 정범으로 보자는 것

이 원칙적 정범설이 취하는 입장이다. 즉, 부작위에서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작위 정범에 가담하는 부작위는 다 정범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자살자의 자살계획을 저지하지 않은 자가, 부작위에 의한 

320) 内田文昭, “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正犯と共犯”, 神奈川法学 제34권 제3

호, 2001, 2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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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범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심한 논란이 있다고 한다.321)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있던 남성연대 대표의 한강 자살 사건이 있었

는데, 이때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사진기자들이 자살 

방조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사진기자들보다는 남

성연대 소속 동료직원들에게 보증인적 지위(Garantenstellung)의 관점에

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의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다. 단일정범설과 작위의무

이러한 단일정범개념에 따르면, 결과를 야기한 작위의무위반은 그 자체

로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완전한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범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322) 그러므로 복수의 

보증인이 의사연락하에 결과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독정

범�동시범에 불과하게 된다.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서 이는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작위

범은 단일정범개념(Einheitstäterbegriff)323)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작위의무는 과연 일신전속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살

펴보았는 바, 작위의무가 일신전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검토

부진정부작위범에서도 정범과 공범(여기서는 종범만, 교사범은 제외)은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324)

5.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321) Erich Samson/성낙현 역, 독일형법의 이론과 연습 = Strafrecht I, 서울: 법

문사, 1998, 337면.

322)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346면.

323) 이정원 교수는 이를 유일정범개념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정원, “과실

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 과실범의 범죄구조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

16호, 2001년 12월, 21면.

324) 이상돈, 주 66)의 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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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작위의무의 사실적 이행가

능성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선

결적 검토사항이다.325) 기존 우리의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으로 첫째, 법적 작위의무의 존재를, 둘째로는 부작위행위자에 의한 사

태의 지배라는 요건을 제시해 왔다. 즉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의무의 위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태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

다.326) 그렇다면 부진정부작위범327)에서 말하는 사태지배가 무엇인지 검

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사태지배의 성격

가. 부작위에서 사태지배의 의미

① 서설

부작위에서 사태를 지배한다는 것이 의무의 유무를 의미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의무의 강약에 따라서 부작위를 했을 

때에도 부작위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부작위 종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이다. 부작위에서 사태지배라는 것

이 작위에서의 행위지배와 다른 의미인지 같은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사태지배라는 단어로부터 비로소 행위지배란 무엇인지 역으로 

반추해 볼 기회가 생기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태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태지배

325) 손동권,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실상 작위가능성”, 형법판례 150선, 한국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50면. 

326) 김동률, 주 52)의 글, 73면.

327) 김형만 교수는 山口 厚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살인, 방화, 사기 등 제한된 범죄에 있어서만 부진정부작위범이 논의되는 실

정이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은 실무에 있어

서 비교적 겸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취지는 부진

정부작위범의 인정 영역을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형만, 형법총론, 초판, 서울: 형지사, 2015,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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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 가령 선장이기 때문에 지배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배이지 물리적 지배는 아니다. 사회적 지배라는 것은 결

국 행위지배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행위지배설을 부작위범에 차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행위지배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한 나머

지 사태지배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부작위 정범은 보증인의무를 지는 자가 결과발생과 관련된 사태를 지배

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328) 사태지배 여부에 따라 부작위 정범과 부작위 

종범을 구분하는 것이다. 선원들이 사태지배를 했는지 여부는 선장이 사

태지배를 한 부분이 있는지로부터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는 선장이나 선원이나 가만히 있었다. 선장이나 1등 항해사나 다 같은 

부작위인데 1등 항해사는 선장과 달리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의무범은 지배범과 다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라는 입장도 있

고 의무범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 되어가는 형

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를 지배한다는 것이 사태지배(事態支

配)이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사태지배라는 어휘의 의미를 형법적

으로도 고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의

무범인지 아닌지 고찰해 보고, 만약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라면, 의

무범설적 개념의 측면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 보고, 그런 뒤에 부진

정부작위범은 정범만 인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범도 인정할 수 있

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통상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의무범으로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의무범은 아니다. 물론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과실범이 된다. 

이때 주의의무에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고 과실범이 전부 다 의무

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범과 지배범을 구분함에 있어, 기

본적으로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무범으로 보기가 더 편한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해석에 입법사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기에 있어 전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거나 어떤 것이 실제의 입법의도

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법자료의 작성주체가 

328) 이상돈, 주 66)의 책, 246면,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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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는 않으므로, 입법사에 대한 탐색이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한다

고는 볼 수는 없다.329) 참고로 형법학에서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행위로

부터 나오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판례와 일부 학설은 주의의무를 결과예견가

능성을 전제로 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또는 ‘위험한 

행위를 부작위할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정보를 취합해야 할 의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주의를 집중해야 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330)

② 견해의 대립

A. 사태지배를 지배범설 입장에서 본 견해

기존의 행위지배설 관점을 취하는 입장은 이 분류에 속할 것이다.

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로 작위 정범의 정범표지와 유사한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의 사

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부진정부작

위범은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의 ‘지배범’이며, ‘사태변화를 주도 

･ 조종하는 자’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은 법적 작

위의무를 진 자의 부작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기에 대법원은 부진정부작

위범도 작위범과 다를 바 없이 지배범(Herrschaftsdelikte)으로 본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한다.331)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대법원이 말하는 

사태지배는 행위지배이고 결국 부진정부작위범의 성격도 작위범에서의 

성격처럼 지배범이라고 분석했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형법은 의무범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작위

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도 행위지배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행위지배를 인정

한다고 한다.332) 이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 의무범 이론을 그대로 원용

329) 홍진영, “행정청이 행한 법률해석의 사법심사 방법론에 관한 고찰 : 규칙

과 기준의 관점에서 살펴본 Chevron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3, 113면.

330)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57면.

331) 김성룡, 주 301)의 글,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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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33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334) 이 입장은 행위지배 기준을 부작위범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위범에서의 행위지배 

기준 그대로 부작위범에서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지배 기준을 

부작위에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의무범적인 요소와 행위지배적인 요

소를 버무리자는 견해인 것 같다. 이 견해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완전히 

의무범적인 요소로 일관할 수 없고, 형법 각칙상의 조문 구성을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이다. 형법 각칙상의 조문 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는 본고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형법각칙을 

고려한다는 것이 행위지배적 요소를 고려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각

칙 가령, 부작위 살인죄가 총칙 제18조와 각칙 제250조를 통해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각칙 제250조를 통했다는 것이 행위지배

와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각칙 제250조 살인죄 조문

과 부작위 행위가 상응성이 있어서 부작위 살인죄가 됐다는 것이 부작위

에 어떤 행위지배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단지 부작위범에서도 형법 각칙 조문이 객관적 귀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각칙을 고려한다는 것이 행위지배적 관점은 아니라는 것

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태지배는 행위지배적 관점에 의무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작위

에 행위지배적 관점은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각칙상

의 조문이 부작위범에 객관적 귀속이 된다는 것을 행위지배라는 게 존재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의무

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따진다.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

을 행위지배라는 말로 치환할 수는 없다. 객관적 귀속은 객관적 귀속이고 

행위지배는 행위지배다. 뒤에 부작위 공동정범을 논하는 파트에 가서 보

면,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과관계 개념으로 치환시키려는 학자들이 있는

데, 공동정범을 따질 때 인과관계를 따져서 공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32) 이창섭, 주 238)의 글, 144면.

333) 앞의 글, 139면.

334) 앞의 글,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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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형법에 과연 의무범 이론을 채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일단 유기죄의 조문에도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의무라는 단어의 조문 내의 존재 유무로 의무범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범을 인정했다는 단초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의무범이

론을 채택하고 있다면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도 행위지배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의무범의 관점에서 의무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Roxin의 순수 의무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Bottke는 형법외적 특

별의무위반 외에 범행지배도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Bottke는 Roxin이 

의무범 이론을 전개하면서 예로 들었던 진술강요죄를 통해 의무범의 정

범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의무위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범죄가 되는 각각의 구

성요건들을 형법 각칙에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범죄를 범한 

자만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335) 형법은 국가 

강제력의 동원을 수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최후수단

이어야 하고 명문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하므로, 행위지배라는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행태와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음은 당연한 기본원칙이라 한다.336)

B. 사태지배가 지배범과 의무범의 혼합이라는 견해

보증인의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

하는 경우로서 의무범적 성격과 함께 지배범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337)에 따르면 총칙의 정범과 공범규정도 부작위범

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18조의 ‘발생된 결과’는 

정범에 의한 결과발생에서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작위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338)

335) Bottke, Pflichtwidrigkeit: das Täterkriterium unechter Unterlassungsdelikte?, 

FS-Rudolphi, 2004, S.15ff.

336) 이수진, 주 40)의 글, 97면.

337) 이용식, 주 134)의 글, 167면 주 70).

338) 앞의 글,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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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설은 사태지배를 의무범과 지배범이 혼재된 개념으로 본 견해이다. 

물론 의무범설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부작위 상호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는 의무범설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

재하는데, 왜냐하면 의무범설은 애초에 정범만 가능하다며 탄생한 이론

이기 때문이다. 

Roxin 교수는 의무범설에 따르면 다 정범이거나 무죄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물론 Roxin 교수도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기는 

한 바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은 정범이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의 취지로 말한다.339) 의무범은 정범만 가능한데, 공동정범

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동정범이 공범이 아닌 정범이라는 의미로 판단된

다. 

C. 사태지배를 의무범설 입장에서 본 견해

1차적 의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작위 보증의무를 포기하고, 고의든 과

실이든 작위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는 2차적 보증의무자들

이라도 당연히 적절한 보증의무를 다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

군가 사태를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서는 부작위 종범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도 부작위 정범이 된다. 예외적

인 상황에서는 그러하다. 1차적 의무자, 2차적 의무자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의무의 강약을 나눈 것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무의 강약에 따

라 정범이 될 자, 종범이 될 자로 나뉘었던 것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

범도 정범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부작위범의 정범

과 공범 구별 기준의 결론이다. 사회적 역할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의 강

약에 따른 구분에 개별적 상황의 가변성에 따른 의무의 강약의 변동이 

바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작용돼야 할 것이다.

독일학설에서 부작위범 행위구조가 작위범의 행위구조와 다르다고 본 

계기로, 부작위범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논의가 활성화된 계기는 Armin Kaufmann이 단독정범설

을 주장하면서부터이다.340) 물론 Armin Kaufmann은 부작위에 의한 공동

339)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9. Aufl., De Gruyter, 2015, S.357 이하.

340)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Schwartz, 1959, S.29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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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법이론적으로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한다.341) Roxin 교수는 행위

지배 기준을 부작위범에 전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작위범에서 

발전된 행위지배설 같은 기준은 부작위범에는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

거로 한다.342) 따라서 부작위 상호간에는 정범과 공범으로 구별을 하거

나 단계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한다.343) 그러면서도 Roxin 교수는 한편 부

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물론 공동정범이 정범

이 아니고 공범이라는 입장에서는, 의무범의 정범만 인정하는 Roxin 교

수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공동정범은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동정범이 정

범임에도 불구하고 Roxin 교수조차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

으로 미루어보건대 부작위범 단일정범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Roxin 견

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oxin 교수는 부작위범에서는 행위지배 기준이 배제되므로 작위범

에서와 같이 행위기여라는 외부적 형태에 따라 구별할 수 없고, 의무위반

이 있으면 곧바로 정범이 된다는 의미에서 의무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다.344)

작위에서는 행위지배설에 따라 작위 정범과 작위 방조를 나눈다. 부작

위에서는 행위지배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밝혔듯이 부작위에 행

위지배가 없다는 것이 Roxin의 입장이다.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은 Roxin 

교수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부작위에서도 행위지배설로 해결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런데 이 판단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대법원판결

에서는 부작위에서 사태지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규범적�잠재적�사회적 

지배를 사태지배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지배이거나 규범적 지배인 경우 

이를 행위지배라고 볼 수는 없다. 부작위범에서 사태지배를 행위지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Roxin은 부작위범을 의무범으

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일단 사태지배가 의무범인지 아닌지 물음을 던졌는데 과연 의무범이란 

무엇인지부터 개념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무범은 무엇이며 왜 굳이 

341) 앞의 글, S.189.

342) Claus Roxin, 주 231)의 책, S.750 

343) 앞의 책, S.463f

344) 앞의 책, S.4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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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범과 구분하여 또 다른 정범・공범의 구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물리적 행위지배란 가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적합한 수단을 투입하고 

조종함으로써 그 범죄를 장악하여 결과발생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선장에게 지배범에서의 실행지배, 의사지

배,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 없어서 경우 행위지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

위지배설이 성립되지 않으면 의무범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데 판례는 사태지배라는 용어를 창설했다. 선장도 부작위한 것은 선원들

이 부작위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선장이라고 딱히 선원들과 달리 사태지

배를 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 

같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데 선장만 살인죄가 되고 1등 항해사는 살인죄

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 같은 부작위라도 의무의 강약에 따라 사태지배

자인지 사태지배자가 아닌지가 나누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태지

배자라는 용어보다는 사태원인지배자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기는 하

다. 사태원인지배자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는 Schünemann의 관념에 

가까운 것이지, Roxin의 본래적 의미의 의무범론적 관념은 아니다. 결국 

부작위범은 의무의 강약에 따라 부작위 정범적격이 있는 것인지 부작위 

종범적격이 있는 것인지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표현이 가장 본고의 취지

에 타당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 판례 표현대로 사태지배자인지 사태

지배자가 아닌지를 나누는 것은 의무의 강약이 기준이라면, 부진정부작

위범이 의무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라는 김

일수�서보학 교수 등의 입장도 있고, 의무범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필

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에 가까운 성질이라는 입장인데, 일단 의

무범은 일반범(Allgemeindelikte)인 지배범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부

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 위주로 검토해 

보겠다. 

선장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승무원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

책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수단으로 전락시켰

다”345)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이러한 비판은 선원들을 처벌하

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소수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345) 박경규,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경북대) 제53집, 2016,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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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컨대 선장이 판단능력이 없어졌거

나 인사결정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이럴 경우에는 1등 항해사가 사태를 

지배할 수 있고 또 지배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

다면 정범이 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반면 원칙적으로 선장이 해야 하지

만 예외적으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1등 항해사가 사태지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범이라는 것이 소수의견의 취지이다. 

③ 판례

판례는 이렇다 할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지배범론적인 표현을 쓰는 판례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태를 방관’한 것과 대비하여, 사태를 지배하거

나 혹은 사태의 핵심경과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작위범의 실행

행위 및 인과관계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346) 이 부분을 들어, 대법원이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다를 바 없이 지배범(Herrschaftsdelikte)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한다.347) 반면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

으로 의무범론적 표현을 쓰는 판례들이 있어 왔다.

B. 의무범론적인 표현을 쓰는 판례

판례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

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

야 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

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

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

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

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348)라고 하여 의무범적 표현을 

34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347) 김성룡, 주 301)의 글, 240면.

34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

29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대법원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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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다.

나. 검토

① 서설

그렇다고 부진정부작위범을 지배범이 아닌 의무범으로 볼 경우는 문제

가 해결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의무위반’만으로 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범죄의 성립이 쉬워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작위자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적 작용을 동반

한 범죄행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불법으로 평가받을 만큼 ‘중한 법

적의무’를 위반해야 한다고 한다. 김동률 교수는 선실에 대기하는 300

여 명의 승객에게 아무런 통보도 않은 채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 나와 승

객을 몰살시킨 선박의 1등�2등 항해사가 선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살인죄

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중대한 법익침해를 가져올 법적 의무

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가 또 사태의 진행까지 지배해야 한다면 이

것을 도대체 부작위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취지349)로 보인다. 의무범론

은 부작위범 사안에 있어 명쾌한 결론을 제공할 수 있고 법적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선장과 승무원은 각자는 살인(미수)죄의 정범이 되며 권

한이나 의무의 내용적 차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350) Roxin은 의무범 이론을 확립하면서, 지배범과 의무범의 구별은 개

별 구성요건해석의 목적론적인 문제이고, 입법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지배범과 의무범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지 택일할 수 있다고 

한다.351) 이러한 Roxin의 견해는 입법자 또한 일정 영역에서는 의무범적 

조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견해로 보인다. 즉 입

법자 또한 어느 정도는 의무범적 조문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써 의

무범설을 채택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349) 김동률, 주 52)의 글, 76면.

350) 앞의 글, 74면.

351) Claus Roxin, 주 231)의 책, 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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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관적 귀속

부작위에서도 작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범은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부

작위 정범에 종속하여 처벌돼야 한다. 형법총칙 파트는 구성요건은 아니

기 때문에, 정범이 형법각칙의 파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정범이 형법 각칙의 어느 파트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일각

에서는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형법 

각칙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객관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으로 판단된다. 가령 살인죄인 제250조를 검토한다는 것이, 부작위 살인

죄에서도 살인의 행위지배가 있어야지만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상돈 교수도 상업은행장이 주식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어 도산위기에 

처했음에도 은행보증회사채 상환조치 취하지 않아 주식회사가 도산하여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례352)에서 은행장이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

도 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다.353) 이상돈 교수도 의무범에 있어서 이를 행위지배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 의무범 또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을 

행위지배라고 보지는 않는 입장인 것 같다.  

참고로 독일형법에 따르면 배임죄의 미수범은 불가벌이다.354) 상업은행

장 사건355)에서 은행장에게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

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는데356)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은행지점장의 결재행위를 부작위로 보는 것에 의문이 든다. 대법원도 

판결에서 은행지점장의 결재행위를 당연히 작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대

법원은 은행지점장의 행위에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357)

352)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1986 판결

353) 이상돈, 주 96)의 책, 182면.

354) 허황, 주 85)의 글, 285면 주 25).

355)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1986 판결(상업은행장 판결)

356) 원형식, 주 86)의 책,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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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배임죄 관련한 지점장 판례 사안에서, 신분 있는 자가 행위지배를 

하지 않고, 신분 없는 자만 행위지배가 있을 때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가령 대표이사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대표

이사의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행위지배를 하지 않더라

도 대표이사는 정범이 될 것이고, 운전기사는 종범에 불과할 것이다. 이

처럼 법익침해보다 의무위반이 강조돼야 하는 범죄가 있다. 배임죄에서 

부진정부작위범 동가치성을 검토한 적은 없다. 유기죄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라는 용어를 설시한 적은 없다. 유기행위 개념 안에 부작위

행위태양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무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제250조 

살인죄는 작위의 구성요건인데, 부작위로 살인을 하게 되면 동가치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유기죄의 유기에는 작위의무 위반이 포함돼 

있다. 부작위 행위태양이 있다고 무조건 동가치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이 아니다. 의무범은 다 정범이라고 보는 의무범 단일정범설 입장에서

는, 부하직원이나 은행지점장이나 둘 다 의무위반이 있어 정범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의무범 이론이 파탄이 나게 될 것이다. 기존

의 부작위이론과 행위지배이론에 따르면 배임행위를 한 부하직원은 행위

지배가 있어서 정범이 되고, 부작위한 사람은 행위지배가 없어서 방조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은행지

점장의 의무의 정도와 부하직원의 의무의 정도를 다르게 보아서, 사안별

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무위반이 있으면 부작위범이 되는데, 의

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지 행위지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

다. 위증죄에 있어서는 자수범임을 근거로 제33조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기죄와 배임죄에서는 제33조 공동정범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증죄만은 제33조 적용이 깨지고 있다. 의무범이 신

분범과는 다른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신분범에서와 같은 

형법 제33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의무범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의 성립

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A. 의무범의 구성요건행위방식 준수필요성과 객관적 귀속

357) 이용식, 주 134)의 글, 158면 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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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범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방식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적 행위지배의 요소도 충족할 것을 요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의무범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기술하는 행위

에 합치하지 않고 특별의무침해라는 요건만 갖추어서는 안되고, 자격 있

는 자(특별의무를 가지는 자)의 일정한 행위수행이 전제로 되어야 정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하며 등장한 의무

침해만을 요한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Roxin도 특별의무침해만을 요한다는 

데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률문언을 보면 알 수 있

다’ 내지는 ‘중심인물’이라는 지도원리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보

더라도 의무범에도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한

다.358) 이 견해는 아마 의무범에서도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

하고 이 점에서 주 314)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에

서도 언급했지만 의무범에서도 구성요건 행위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이 행

위지배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구성요건 행위방식의 객관적 귀속을 인정

한다는 말이다. 행위지배가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행위지배에서

는 행위에 방점이 있는데, 사태지배라는 용어를 굳이 만들어 쓴다는 것

은 행위지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행

위지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굳이 사태지배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

다. 아마 사태지배는 중심형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객관적 귀속이란 법적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때 그 다음 단계로써 검

토하는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B.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종래의 의무범설 입장에서는 부작위는 다 정범이라고 보지만 Schünema

nn 교수의 경우에는 부작위에서도 정범과 공범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Schünemann 교수가 행위지배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애매한 부분이다. Schünemann 교수가 신분범을 Garantensonder

delikt라고 부르고 있어서 Roxin 교수의 Pflichtdelikt와는 다른 용어를 사

용하기에 슈네만 교수는 의무범설이 아닌 행위지배설의 입장에 서 있다

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58) 이수진, 주 40)의 글,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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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응성과 동가치성설

우리 판례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범 상호간의 공동정

범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본다.359)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

는 판례들은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은 의무범 이론의 관점과는 분명 다르다.360)

오히려 동가치성기준설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과연 동가치성기준

설과 의무범설이 확연히 다른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이지만, 의무범설과 동가치성기준설

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작위-부작위’ 유형에서도 행위지배설이 아닌 

동가치성기준설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작위-부작위’ 유형에

서도 행위지배설이 아닌 의무의 강약설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의무의 강약설은 동가치성기준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가담자가 지니

는 의무 자체가 정범과 공범의 구분기준이자 정범성을 규정짓는 요소가 

된다.361) 이는 의무의 강약설이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의 학

설은 기본적으로 의무범적 성격으로 부작위 정범으로 가되, 보증인 의무

의 차이에 따라 또는 상황상 2차적 보증인이 1차적 보증인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범이 정범으로 승격한다고 볼 것이다.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 있어서 부작위범은 원칙적으로는 

주변형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평가되지만, 사건의 중심형상으

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정범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동가치성기준설

의 입장인데362),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는 부작위 상호

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정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정범이고 공

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공범이라는 동가치성기준설은, 부작위에서 정범의 

359) 대법원 2008. 3. 27,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360) 김동률, 주 52)의 글, 73면.

361) Otto,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r Strafrechtslehre, §21 Rn. 12

362) 이용식, 주 102)의 글,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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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면 정범, 공범의 의무가 있으면 공범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부작위범 판례들에 대해 부작위 방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 

작위범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작위범의 일반적

인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는데363) 부작위범

이 그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와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원칙을 확

인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부작위로 작위범에 가담한 보증인의 

행위는 작위 정범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항상 종범이 된

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364)

물론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는 어휘를, 작위범죄와의 상응성(Entsprechung)에 대

해 언급한 판시 내용이라고 하는 주장도 물론 있다. 독일형법 제13조 제

1항에서는 이 동가치성을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부작위의 상

응성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작위 부작위 구별에 있어서의 상

응성이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동가치성기준설의 동가

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가치는 오직 작위 부작위 구별에 있어

서만 사용되어야만 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18조는 보증인의 부작위를 정범 내지 직접정범으로 선언하고 있지 아

니하고, 의무에 위반한 부작위 보증인이 정범으로 처벌되는지 공범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므로, 제18조는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에도 타당한 모든 부작위범의 가벌성의 전제요건이 되고 있을 뿐이

다.365)

한편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부

진정부작위범은 자수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의무

범설은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보증인의 ‘고유한’ 의무위반을 ‘자수

적인’ 의무위반으로 보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366) 의무위반이 정

범 적격 기준이 되고, 신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범의 기준이 되는 것

363)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152면, 

157-158면.

364) 앞의 글, 152면, 156-157면.

365) 이용식, 주 134)의 글, 166-167면.  

366) 이정원, 주 317)의 글,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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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행위지배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의무범�신분범�자수범을 제외

한 나머지 범죄에만 행위지배가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은 의무범�신분범�

자수범이 아니다. 대다수의 나머지 범죄에서 정범과 공범은 행위지배로 

구분을 한다. 의무범�신분범�자수범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서는 누구든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범을 지배범이라 한다.367)

① 상응성

단독범에서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범인이 

한 명이 있을 때에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작위/부작위 상응성(Entsprechung)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작위의 작위와의 동가치성 문제를 부작위의 정범과의 동가치성 또는 

공범과의 동가치성 문제와 구별한다고 해서 양자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가치성으로 불리우고 상응성으로 불리우는 이 개념은 Entsprechung

이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Gleichwertigkeit라고 할 수도 있다.368) 부진정부

작위범의 동치성(Gleichstellung)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보증인지위를 제1요소로 하는 

동치성은 제2요소로써 행위양태의 동가치성(Gleichwertigkeit)을 들고 있

다. 동가치성을 상응성(Entsprechung)이라 부르기도 한다.369) 동가치성과 

상응성은 같은 개념이고 동치성은 이보다 큰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두 개의 개념 모두 equal worth370) 또는 equivalence의 개념이라고 보면 

367) 이상돈, 주 96)의 책, 172면.

368) 전지연 교수도 부작위의 작위와의 상응성 개념을 동가치성 개념으로 보고  

  있다 :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

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107면 참조.

369)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354면.

370) Paolo G. Carozza,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Human Experience, 
Understanding Human Dig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616면. ; 

Carozza는 University of Notre Dame의 법학교수로서, 이 글에서 동등한 가

치의 지위(status of equal worth)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obligation과 duty, 규범적 원리, 도덕적 가치(Moral worth) 등의 용어들과 개

념들이 잘 포괄된 글이다. 이 글로 미루어 볼 때, 동가치라는 개념을 value보

다는 worth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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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부작위의 작위와의 동치성을 부작위의 정범성 또는 종범성과 혼동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부작위 살인죄는 작위로 사람을 살

해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공격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선결문제이기는 

하다. 물론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에서 파생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부작

위로 작위의 공격성을 갖는지의 문제는 중요하고 정당방위 조문을 둘러

싼 문제가 아닌 부작위의 작위와의 상응성 문제로 논해볼 실익은 충분하

다.

가령 공격이라는 것은 습격, 공격적 행동, 적극적 작위(Aggression, Atta

ckieren, aktives Tun)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지배적 견해들은 부작위를 공격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371) 대체로 학설들은 판례와 마찬가지

로 작위와의 상응성을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함몰하거나 별도로 언급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나 상응성은 작위에 비해 약화된 부작위의 불법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가벌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작위와의 상응성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판례는 이를 작위와

의 상응성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372)

박상기 교수는 동가치성 문제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불법평가가 동등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부작위범의 불법은 본질적으로 작

위범의 불법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것이 것이 그 이유인데, 이를 위해 

부작위로 범할 수 있는 작위범을 단순결과범과, 특정 행위태양과 결부된 

결과범(Verhaltensgebundene Erfolgsdelikt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단순 결과범인 살인범 등에서는 부작위 행위태양에도 제한이 없기에 동

가치성 문제는 발생 결과의 동가치성임에 반하여, 사기죄나 공갈죄에서

처럼 특정한 행위방법에 의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만을 인정하는 범죄유

371) 김성룡,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형사

법학회, 2015년 6월, 210면.

372) 박성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07면 주 283)에서는, 비유컨대 표지판이 여러 개면 하나인 것보다는 

눈에 잘 띄기 마련이고 법관의 가벌성 판단에 이와 같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

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진실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체

진실을 향한 표지판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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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부작위 역시 작위범의 행위방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

한다. 반면 Kühl 교수는 일체의 결과에서 동가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373) 보증인지위의 작위의무와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문제는 각각 검

토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작위와의 상응성에서 시정할 거

라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작위의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상응성 판단에서 시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지위에 관한 검토를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374) 행위정형의 동

가치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태(수단, 방

법)와 동가치성 내지 상응성을 갖는 것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하

는 바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 등 대다수 범죄의 경우에는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결과만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므로 행

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나, 행태의존적 범죄, 즉 

결과가 구성요건에 규정된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하는 범죄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

구된다고 한다.375) 예컨대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므로 행태의존적 범죄에 해당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상의 이

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족하지 않으며, 그 외에 부작위가 불법과 

책임의 면에서 작위에 의한 사기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376)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착오를 유

발하였거나 상대방과 특별히 밀접한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방의 착오를 그대로 방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야 부작위 사기죄

가 성립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대방의 착오를 방치함으로써 재산상의 이

득을 취하는 것은 부작위 사기죄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이에 따르면 

결국 보증인적 지위 비슷한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는 것이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결국 보증인지

위, 작위의무 등과 순환고리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또한 묵시적 기망

373) 박상기, 주 104)의 책, 339면 및 339면 주 3).

374)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년 2월, 125면.

375) 원형식, 주 86)의 책, 380면.

376) 앞의 책,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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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명시적 기망은 작위임에 반하여 부작위 의한 기망도 존재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부작위 행위지배 기준의 한계는 있다. 명시든 묵시든 공

모가 있으면 작위로 가야 하는데, 보증인 지위가 있는 상대방도 부작위 

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어야 상호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모가 해독제 5g씩 각각 갖고 있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해독제

는 10g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서로 합의에 의해 아이에게 해독제를 주

지 말자고 하는 사안377)에서 공모가 있었다면 중지미수의 인정을 위해서

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범행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378)이 있

는데, 생각건대 공모가 있으면 부작위가 아니고 작위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했거나 합의를 했다면 부작위

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작위의 영역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작위로 볼 것이냐 부작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시적 기

망행위의 경우에는 작위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므

로 설명가치가 당연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묵시적 기망행위도 작위를 통

해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행위자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형상이 허위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경

우에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명시적 기망행위와 묵시적 기망행위를 구분

하는 기준은 언어와 문서에 의하는지 혹은 거동에 의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에서 허위의 정보가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있다고 한다.379) 모든 착오유발행위가 기망행위에 해

당한다고 본다면 아주 약한 기망행위에 의한 ‘흠결 있는 주의력에 기한 

자기 손해’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포섭되게 되어 사기죄의 역할이 재

산보호에서 진실보호로 이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380) 가령 중국산과 

377) 허황, 주 85)의 글, 281면.

378) 앞의 글, 296면 주 64).

379) 이석배,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

영사, 2018, 245면.

380)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206-207면.



- 125 -

국산을 함께 파는 가판대 물건을 구매하려는 자가 중국산을 집어들면서 

상인에게 국산이 맞느냐고 물으며 국산 가격을 놓고 간 경우 상인이 고

개를 끄덕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닌 행동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

공한 작위에 의한 명시적 기망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다.381) 이를 부작위 기망의 쟁점이 아닌 의무의 관점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인이 어수룩한 고객일지라도 절대 속이거나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어린아이들조차 그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상인이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일 것

이고, 정직해야한다는 의무(원칙)를 자신의 행위동기로 삼아서 물건을 정

직하게 판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다. 행위 동기는 자기이익추구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정직의 의무

에 합치한다.382) 참고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란 어떠한 것이 상대

방의 관념에 작용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

든 반드시 작위로 해야만 할 것이고, 부작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383) 반면 우리 다수의견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행동에 의

한 묵시적 기망이라는 입장이다.384) 생각건대 묵시적 기망이나 명시적 

기망이나 둘 다 작위로 볼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만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통설의 태도가 동치성이라는 명제와 독일형법 제13조의 입법형식

상의 표지인 보증인지위와 상응성 표지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 것인데, 

이런 우리 통설적 태도에 대해 ‘동치성이 보증인지위에 상응성까지 합

해진 개념인가’라는 논리가 가능하려면, 한국의 입법형식이 동치성문제

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385)

381) 이석배, 주 379)의 글, 245면. 

382)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W. 

Weischedel, Frankfurt/M, 1991, 23면(김도균, “칸트와 법치주의 - 법률, 법, 

실천이성”, 철학사상 제24권, 2007년 6월, 55면 “재인용”)

383)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

연구 제18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250면.

384) 이석배, 주 379)의 글, 245면. 

385) 오병두, 주 26)의 글, 44면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입법형식이 동치성 문

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지만 동치성이 보증인지위에다가 상응성 개념까지 포괄한 것이 우리 형법 제

18조상으로도 필연적인가라는 점에 대한 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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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보증인지위에 관한 검토가 상응성 판단에서 시정될 수 없다는 

견해에 서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약 보증인의 작위의무로 인정된 보

증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

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어차피 부작위의 동가치성 부분에

서 행위반가치가 작위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만큼 큰지 여부에 대한 판

단을 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견해386)는 다소 가벌성을 확

장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행위반가치를 따질 때 동가치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 부분은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오병두 교

수는 우리 형법은 제17조가 따로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18조

에 있어서는 보증인지위적 측면만 고려되고, 상응성 문제는 제17조에서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독일형법 제13조처럼 보증인

지위와 상응성을 우리 형법 제18조에서 둘 다 검토하는 것에 다소 부정

적 견해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보증인지위와 인과관계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② 동가치성

부작위범에서는 가담자 없이 단독으로 부작위 범행을 했을 때에도 동가

치성을 따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가치성은 부작위 정범과 공범 

구별에서 말하는 동가치성과는 다른 범주의 얘기이다. 범행자가 혼자일 

때에는 부작위의 작위와의 상응성을 일컫는 개념으로서의 동가치성을 의

미한다. 부작위자가 여럿 등장할 때 언급되는 동가치성은 부작위행위가 

부작위 정범과 동가치가 있는지 부작위 공범(방조범)과 동가치가 있는지 

갈라주는 측면에서의 동가치성을 말한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

다.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을 작위와 부작위의 동등성 문제로 표현하기

도 한다.387) 다만 작위와 부작위의 동등성 문제 및 형법적 의무위반 문

386) 정혜욱,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7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90면. 

387) 장영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

구회, 박영사, 2018,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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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형법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데,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있

어서 형식설388)(formelle Rechtspflichttheorie)을 취하게 되면 지나치게 

사법적 관점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389) 조카저수

지 살해사건390)의 경우 삼촌은 혼자서 부작위 살인죄의 죄책을 진 경우

이다. 여기서의 동가치성은 독일형법 제13조 제1항의 상응성 조항에 비

견될 것이다.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걷게 하다가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이다. 임웅 교수는 조카저수지 살해사건에 대해 삼촌에게 보증의무

의 발생근거의 결합설에 따라 삼촌에게 실질적 친족간에 관계에 기한 보

증의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391),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의무로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조카저수지 살해사

건의 경우에 삼촌은 선행행위로 인해 보증인지위가 발생하였다. 그렇지

만 제도화된 보증인지위는 아니다. 삼촌은 선행행위로 인해 보증인지위

를 얻은 일반보증인이다. 부모는 제도화된 보증인으로서 특별보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Stübel은 부작위 처벌의 근거로서 법률 계약 외에 선행행위도 추가적으

로 부작위 처벌의 근거로 보고 있다.392) 임웅 교수는 교과서에서 조카저

수지 살해사건을 동가치성기준설을 주장하는 논거 판례로 쓰고 있는데, 

이 판례는 1인 범행이기 때문에 부작위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근거로

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393) 공범론에서의 부작위는 범인 혼자서 부작

위 범행을 했을 때와 달리, 범행자 여럿이 있을 때 이들이 작위 정범과 

동가치성인지 아니면 작위 종범과 동가치성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서 정

388) 이를 법원설이라 명명할 수도 있다.

389) Harro Otto,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 Strafrechtslehre (de Gruyter 

Lehrbuch) (German Edition) (German) Paperback – June 14, 2004, S.131

39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391) 임웅, 주 95)의 책, 589면 및 589면 각주 132).

392) Stübel, Über die Teilnahme mehrerer Personen an einem Verbrechen, S. 

59ff.

393) 임웅 교수는 단독범의 경우에도 단순결과범과 관련하여 동가치성기준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독범에서 부작위의 상응성이 부정되어 방조행위로 평가되

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본범 없는 단독방조범이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동가치성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견해로 

이용식, 주 102)의 글, 283면 주 96).



- 128 -

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작위와의 상응성을 가리키는 동가치성이라는 어휘와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 구별 기준으로서의 동가치성은 분명 구분되어야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다.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을 나타내는 표지와 부작위 정범

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동가치성이라는 어휘표지가 내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Entsprechung이라 표현하든 Gleichwe

rtigkeit라 표현하든지 간에 그 표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담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부작위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

으로서 동가치성기준설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

성이 있다는 차원의 동등한 형법적 가치의 의미로 기능한다.

행위자의 부작위가 인과과정의 진행을 방치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족되

는 종류의 범죄(단순결과범)에서는 행위자의 부작위로 결과발생이 이루

어짐으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됨에 반하여 행위자가 기왕의 인과과정을 방

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구성요건(예컨대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태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행위자가 그 범죄(특수강도죄)의 (부작위에 의

한) 정범 내지 공범(이 경우는 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

적으로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고 말하는 동등성 요건이 특별히 문제되

는 것은 이 경우로서 이러한 행태관련적 결과범의 경우에는 행태관련적 

범죄(위의 예에서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강도죄(의 방조범)

가 성립할 뿐이다.394)

③ 상응성과 동치성

임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행태구속적 결과범에서뿐만 아니라 임의의 

결과야기범에서도 상응성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형법 제13조 

제2항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으므

로, 임의의 결과야기범에서 상응성조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불법의 정

도가 낮은 부작위는 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참작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

다.395) 오병두 교수는, 형법상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형법 제17조에 의

394) 장영민, 주 387)의 글, 48면. 

395) 임웅, 주 95)의 책, 551-5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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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독일형법 제13조의 동치성이 보증인지위와 상응

성을 아우르는 개념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형법 제18조를 적용함

에 있어서는, 동치성이 부작위의 원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법 제18조 제정 당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되는 동치성을 해결하고

자 하였던 입법적 구상이라고 한다.396)

라. 의무의 강약설

① 서설

결과방지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결과에 대한 지배�통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형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익의 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의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

무를 발생시키는 지배구조�지배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한다.397) 결국 

어떤 범죄를 의무범이라 판단할지라도 형법각칙 조문을 도외시하면서 부

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기 때문에 의무위반시에는 항상 정범만이 성립하

여야 한다는 식의 단일정범표지론은 타당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정범

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범은 정범의 범행을 야기했거나 원조하는 점에 있다는 측면에서398), 

공범은 정범의 구성요건에 종속해야 하지만, 형법총칙은 구성요건은 아

니라는 설명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결국 형법각칙 조문

은 범죄 구성요건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과 관련해서는 제18조만을 총칙에 규정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399) 부작위 조문과 관련해서, 제18조밖에 없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이를 보완해야 하는 큰 과업이 

있는 것이다.

작위의무의 범위는 위험400)발생이라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우

396) 오병두, 주 26)의 글, 64면.

397) 이용식, 주 134)의 글, 168면.

398) Kühl,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20 Rn. 132.

399) 윤종행,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Vol.5 No.2, 

2003, 31면 이하.

400) 법학에서 위험이란 법익침해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익침해의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내지 어떤 사건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경우 공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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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형법상 부작위는 위험발생의 원인이 현존하는 상태에서의 부작위이며 

단순한 의무위반의 부작위만으로는 족하지 않기 때문이다.401) 단일정범

표지론이 타당하지 않다면, 부작위 종범도 성립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종래에는 행위지배 기준에 따라 작위자는 행위지배자로서 정

범이고, 이에 가담한 부작위자는 공범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작위에 의한 정범의 범행에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가담

한 경우, 정범으로 볼 것인가 공범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인 의무의 

강약설(Intensitätlehre der Pflicht)402)에 따를 경우 의무에 따라 1차적 의

무, 2차적 의무로 나누어질 수 있고 1차적 의무를 지는 사람이 부작위 

정범이 되고 2차적 의무를 지는 사람이 부작위 방조범이 되는 것이며, 1

차적 의무와 2차적 의무가 공통의 의무 범위에 속할 때 1차적 의무자가 

부재시 2차적 의무자가 정범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이다. 

부작위범은 특정 의무를 지닌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의무범으로 가담자

가 지니는 의무 자체가 정범과 공범의 구분기준이자 정범성을 정의하는 

요소가 된다.403)

이상돈 교수도 동가치성설의 관점에서, 보증인의무를 인정하더라도 해

당 범죄의 중대성, 범죄방지의 기대가능성, 정범과의 공생관계여부,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의무가 약한 경우

전 또는 공공질서에 손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의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견해로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

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 2015년 3월, 141면.

    생각건대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는 긍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01) 오병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74면 이하 참조, 

210면.

402)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언급하기에, 

obligation이 아닌 duty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obligation은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나오는 법적의무 등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져 있기 때문이다.

403) Harro Otto, “Täterschaft, Mittäterschaft, mittelbare Täterschaft”, Jura, 

1987, 246면 이하



- 131 -

에 그 보증인의무의 위반은 정범이 될 수 없고 종범이 될 뿐이다는 취지

의 견해를 제시한다.404) 이에 반해, 작위와 부작위의 본질적인 차이는 보

증인의무의 존재라는 동가치성의 요건을 통해 법적 평가의 면에서 이미 

해소되며, 작위 정범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작위 참가자의 정범성은 당

해 구성요건과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증인 의무가 존

재하는 경우 부작위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정범이 된다고 하는 견해405)에

서는 선원들도 부작위 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결론

을 내릴 것 같다. 

하지만 부작위행위와 사태발생 사이에 ‘현실적 관련성’이 결여된다는 

점은 이미 부작위범에 개념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므로 부작위행위와 사태

발생 사이의 ‘현실적 관련성’의 강약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작위범의 구별기준이 당연히 그대로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위범에서의 구별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곧

바로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406) 의무범설은 Roxin이 주장한 그대로, 의무범은 다 정범뿐이거나 무

죄가 되거나 양 극단에 있다는 개념이지만, 의무범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여럿이 있을 때 정범과 공범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는 의무의 강약에 따

라 정범도 되고 종범도 된다는 개념이 의무범설을 취하면서도 의무의 강

약에 따라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입장이다. 

의무범설의 입장에서 보증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범이 

성립하나 구성요건상 정범의 성립에 보증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요건

표지를 요구하는 경우(예컨대 자수범의 경우) 이를 결하게 되면 보증인

에게는 공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407) 이상돈 교수는 보증인의무는 그 

404) 이상돈, 주 66)의 책, 540면.

    이상돈 교수는 ‘작위-부작위’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였을 것이나, 이

는 ‘부작위-부작위’유형에도 적용해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의

무를 유무 뿐 아니라 강약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5) 김종구,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법학연구(연세대) 제11권 제3

호, 2001, 120면.

406) 이용식, 주 134)의 글, 153면.

407)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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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만이 아니라 강약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부작위행위가 정범으

로서의 작위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지만, 작위에 의

한 종범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408) 부작위로 강

한 보증인의무의 위반을 하였으나 의무범의 정범표지가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작위는 방조행위가 된다.409) 물론 이상돈 교수는 부작위 원

칙적 방조범설의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약이라는 단어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돈 교수가 보증인의무의 

강약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보증인의무의 강약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② 보증인지위의 강약에 따른 구분

복수 보증인 간의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떤 자의 부작위는 정범

이 되고, 어떤 자의 부작위는 방조범에 그치는 때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부작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문제가 해

결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부작위 공범론 문제가 ‘작위와 부작위’의 관

계에 주로 한정되었다.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든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

하든 이렇게 작위와 부작위의 관계에 주로 한정되었기에 ‘부작위와 부

작위’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보라매병원 1심에서 ‘부작위

-부작위’가 다루어졌지만 2심에서 의사들에게 부작위가 아닌 작위를 인

정하게 되면서 결국 ‘부작위-부작위’ 유형은 쟁점화 되지 않았다. 그

러다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작위-부작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

장하게 됐고, 세월호 사건은 ‘부작위-부작위’ 각각 범죄 문제와 ‘부

작위-부작위’ 공동정범 문제 쟁점을 아우르고 있는 판례가 된 형국이

다. 독일에서는 이미 복수 보증인의 부작위 간에 사태지배를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바 있고, 반대로 

복수 보증인의 부작위는 결과방지의무 내지 결과회피가능성의 유무가 동

등하므로 모두 정범이 되며 다만 양형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부작위 간에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410)

408) 이상돈, 주 96)의 책, 172면.

409) 앞의 책,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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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보증인의 부작위만이 경합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결과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법익보호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여부에 따라 보

증인의 역할을 평가하여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

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부작위-부작위’ 유형에

서도 각 부작위의 중요성에 따라 정범인가 공범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보증인의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이다. 그

렇다면 보증인의무의 실질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지배 

내지 통제라고 보여진다.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의무

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과

에 대한 지배구조 내지 지배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고도로 복잡�거대해진 오늘날 위험사회에서 한 사람의 부작위는 수백, 

수천 명의 작위범이 감히 엄두낼 수 없는 대규모의 법익침해를 생산하고 

있다. 지배범만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 많은 경우 수뇌부에 해

당하는 – 부진정부작위범은 앞으로도 법의 과잉보호 아래 놓이게 될 것

이다.411)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에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와는 달

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동가치성기준설에 의하지 않고 별개의 학설에 

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의무의 크기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다. 

정범의 의무성과 동가치를 갖고 있으면 부작위 정범이 되고, 공범의 의

무성과 동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부작위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세월호 판

결에서 항해사들을 통해 이 기준의 적용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부작위 정범에 해당하는 동가치를 지닌 자가 수인일 경우(가령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장 및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부작위’ 학설에서는 ‘작위-부작위’ 학설에서 주장했던 것

처럼 동가치성기준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Löwenheim은 법익침해의 중심인물로서의 정범과 주변인물로서의 공범

이라는 정범과 공범의 기본구조를 준거점으로 좀 더 평가적인 고찰을 통

410) 이용식, 주 134)의 글, 197면.

411) 김동률, 주 52)의 글,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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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는 입장인 결과저

지의 직접성�간접성 기준 구별설을 제시하고 있다.412) 이러한 방법도 부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 구별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부작위-부작위’에서는 ‘작위-부작위’에서의 동가치성기준설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크기에 관한 학설이 도입돼야 한다. 부작위에 의

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논함에 있어, 의무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되 상

황 변화에 따라 정범이 되기도 하고 공범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에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했

을 때의 학설을 쓸 수 없고, 의무의 크기에 따른 구별을 해야 한다. 의

무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의 크기에 따

라 정범과 공범을 나눌 수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는 종범에서 정

범으로 의무성이 승격될 수 있다. ‘부작위-부작위’에 대한 학설은 의

무의 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의무를 구분

하고 그 의무의 크기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누는 것이다.

책임(Verantwortlichkeit)이 그 구별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의무(Pflicht)라고도 할 수 있다. 과실범413)에서의 주의의무, 부작위 보증

인적 지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 의무범에서 말하는 의무 모두 양상은 

조금씩 다르나 의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의무는 1차적 의무와 2차적 의무로 나뉘고 사회적 역할에 의해 이

렇게 의무의 층위가 구별되며, 의무의 층위는 책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이다.(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단계 구별에서의 책

임단계와는 다른 책임이라는 의미 그대로의 책임이다. 전구성요건적 요

소 또는 구성요건적 요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

에서는 층위가 1차적 의무성, 2차적 의무성으로 나뉘다가 비정상적인 상

황에서는 의무의 층위가 이동하기도 한다. ‘부작위-부작위’ 유형에 대

한 학설의 결론이다.

부작위란 본디 사태의 진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다.414) 그렇다면 부작위에서의 사태지배는 행위지배와 달리 강약 개념이 

412) Löwenheim, Anstiftung durch Unterlassen, 1962, S.43ff.

413) 과실범에서 보증인의무는 주의의무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증인의무는 있으

나 보증인지위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상돈, 주 66)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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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행위지배의 경우 지배의 강약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부작위 사태지배의 강약은 의무의 강약이다. 부작위에서는 강약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부작위에서 말하는 강약은 의무의 강약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작위 정범과 부작위 방조 간의 구별기준을 제시하려고 한

다. 부작위는 작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처벌요건을 엄

격하게 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작위 정범으로 의율 될 상황

들도 가벌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부작위 방조로 혹시 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시도는 필요하다. 부작위 판례도 그렇고, 일각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무를 사태지배로 치환하는 것은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이다. 작위에서의 기준을 부작위에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아니면 의

무범론적 개념이 희박한 것이다. 사태지배를 부작위 행위지배라는 용어

로 치환하기도 한다. 부작위 행위지배를 규범적 지배라는 말로 표현한

다. 그런데 규범적 행위지배(normative Tatherrschaft)라는 말도, 의무라

는 개념으로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

인정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작위 행위지배는 작위 행위지배와 마

찬가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부

작위에 행위지배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규범적 지배라든지 

혹은 잠재적 행위지배(potentielle Tatherrschaft)라는 말로 치환한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규범적 혹은 잠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의무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객관적 귀속이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

창출이다.  

부작위 방조와 관련하여 아파트 지하실 용도 무단변경 판례에서 “종범

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범행(Täterdelikt)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

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415)”고 판시한 바 있고, 부작위 방조와 관련된 

최근 판례로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및 유무선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직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한 컴퓨

414) 하태영,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541면.

41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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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일을 게시한 경우 가입 회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부작

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한 판례416)가 있다. 보라매병원 의사들에게도 치

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치료를 하지 않고 호흡기를 제거하

는 (평가적 측면에서의) 부작위 행위를 함으로써 – 이를 자연적 관찰방

법에 의거하여 작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 부작위 방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문제는 부작위 자체가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질에 기초한다.417) 규범적�잠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행위지배

설418)로 가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작위인데 행위지배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행위지배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작위범에서의 의무를 사태지배로 치환하는 것은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

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행위지배설과 의무범설의 중간적 영역이라는 설

명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의무범설적 견해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물론 의무범설에서는 의무의 강약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의무범설의 

그러한 점이 필자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다.

Schünemann 교수도 부작위범에서 지배라는 말을 쓰고 싶어하지만 Sch

ünemann 교수가 말하는 것은 사태지배가 아니라 사태원인지배이라는 

점에서 부작위범 판례에서 말하는 사태지배와는 다르다. 

결과발생원인을 지배했으니 간섭해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S

chünemann 교수의 주장이다.419) 이 주장은 간섭설(Interferenztheorie)420)

비슷한 이론 같은데, 간섭설은 결과를 실제로 야기한 행위의사(Handlungs

41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417) 이용식,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의 의미

내용 - 부작위범의 실행행위와 인과관계의 구별 -”, 고시계 제50권 제7호, 

2005, 31면.

418) 우리나라에서도 행위지배설은 정범과 공범의 구분에 관한 지배적 이론이

다. 김동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

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60면.

419) Schünemann, 주 108)의 책, S.287이하에서 Schünemann 교수는 내심의 과

정에만 기해서 처벌한다면 형법의 근본원리와 모순되고, 또한 인식없는

(Nichtwissen)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420) Karl Binding, Die Normen und ihre Ubertretung(Normen), Bd. II, 2. Aufl., 

1914, S.516-56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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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ns) 원인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보증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상돈 교수는 부작위 정범은 보증인의무를 지는 자가 결과발생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21) 부작위자가 사

태를 지배하지 못하면 부작위 종범도 된다는 입장인지는 다소 애매하기

는 하나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취했다고 확연히 볼 근거도 미약하다. 부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에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의 학

설을 쓸 수 없고, 의무의 강약에 따른 구별을 해야 한다. 의무의 강약은 

책임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이 책임의 크기는 질적인 측면인지 양적인 

측면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의 강약(Intensität der Pflicht)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눌 수 있으나,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는 종범에서 정범으로 의무성이 승격될 수 있다. ‘부작위-부작위’

에 대한 학설은 의무의 강약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역할을 기

준으로 의무를 구분하고 그 의무의 강약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누는 

것이다. 부작위 상호간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있어서 기준은, 사회적 역

할에서 비롯된 의무의 정도나 강약을 기반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의

무가 승격되거나 격하되는 식으로 상황적 변화에 따른 의무의 변동을 혼

합해서 부작위 상호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다른 개념인가 같은 개념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작위범

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구분한다. 부작위범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부작위인데 인과관계와 객관

적 귀속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

고, 단순하게 부작위범에서도 작위범에서처럼 동일하게 인과관계와 객관

적 귀속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부작위

에서는 작위범에서와 다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개념을 전개하는 것

이 맞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과연 같은지 다른

지 생각해 볼 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나 일부 케이스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Fensterwurf-Fall 사건으로 불리우는 독일 

421) 이상돈, 주 66)의 책, 246면,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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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 화재가 난 건물에서 보증인이 아이를 집어던지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을 두고 부작위에서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차이에 대한 견

해가 촉발됐다.422) 이 사례는 부작위범에서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달라질 수 있는 사례인데, 보증인이 아이를 안 던지면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고 아이가 불에 타서 사망하게 될 경우 부작위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를 곧바로 보증인의 부작위로 귀속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만약 건

물에서 아이를 던졌어도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아이

를 던져서 아이가 죽으면 이를 객관적 귀속 문제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인과관계라고 부르든지 객관적 귀속이라고 부르든지 용어를 무

엇으로 규정하든 상관은 없고, 규범적 측면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한 문

제라는 견해가 유력한 견해로 판단된다.423)

III.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필요성

1.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1) 서설

정범과 공범의 이론 중에서도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이 특히 의미가 있

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에는 적극적 행위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작위 의무

자의 부작위라 하더라도 정범의 표지로 작용하는 행위지배가 부정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실현을 조력하는 방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범죄의 

실행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보다 많다.424)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관한 

문제는 결국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를 다룸에 있

어서 부작위로 가담하는 문제를 일컫는 것이다. 결국 부작위범에 있어서

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부작

위에 의한 방조 문제이다. 다수의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

을 인정하고 있다. 정범과 공범론 중 부진정부작위범에 특히 의미가 있

는 것은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이다. 작위 의무자의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부작위에는 적극적 행위 기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범의 표지인 행

422) 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주 206)의 책, 354-355면.

423) Luis Greco, Kausalitäts- und Zurechnungsfragen bei unechten Unterlassun

gsdelikten, ZIS, 2011, 674-675면.

424) 임웅, 주 95)의 책,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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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배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실행행위라기보다는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방조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작위의무자의 부작위가 있었으나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

성요건 실현과 동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보충적으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정범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

하지 않은 부작위에 정범의 작위와의 상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보증인

의 부작위를 통해 결과가 발생하면 이미 그 구성요건의 불법은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해야 할 필요는 없425)”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범죄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상해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마침 피해자가 원수인 것을 알고 고의로 

상해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나아간 경우에 그 부작위를 적

극적 작위에 의한 상해죄 실현과 동가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

이다. 이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의 방조범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26) 살인죄 등 대다수의 범죄는 작위범을 전제로 논의를 

한다. 작위범은 적극적 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형태이다. 

즉, 범죄는 금지규범(Verbotsnorm)의 위반 또는 명령규범(요구규범)의 위반

에 의해서 실현된다.427) 무언가 작위를 했을 때를 전제로 했기에 행위지배

가 적용될 수 있었다. 작위 정범에 작위가담이 형법상의 일반적인 범죄유

형이다. 

즉, 고의의 작위범죄는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게 되며,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은 명령된 의무(작위의무 또는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실현된다.428) 그런데 부작위범의 경

우에도 과연 행위지배 기준이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

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정범과 공범으로 바뀐다는 것이 행위지배는 아니

다. 기존에 ‘작위-부작위’ 학설 중에서도 의무내용에 따른 구별설이 

425) 박희영, “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14, 54-55면, 59면.

426) 임웅, “부작위범에 있어서 규범위반의 성격과 범죄성립상의 문제점”, 저

스티스,  제31권 제4호(통권 제50호), 1998, 66면.

427) 이용식, 주 61)의 책, 29면; 이정원, 주 323)의 글, 21면.

428) 이정원, 주 323)의 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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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때 의무내용에 따라 보호의무(Obhutsgarantenpflichten)와 안전

의무(Sicherungsgarantenpflichten)를 구별하고 있는데, 의무내용에 따른 

구별을 한다는 것도 넓게 보면 의무의 강약에 따른 구별을 한다는 말이

다. 의무내용에 따른 구별설도 의무의 강약설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왜 ‘작위-부작위’ 학설에서는 의무내용구별설을 채택하지 

않고 동가치성기준설을 채택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보호의무에서도 

정범과 공범이 구별될 수 있고, 안전의무에서도 정범과 공범이 구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보호의무에서도 부작

위정범이 되는 것이고, 방조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부작위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전의무에 있어서도 부작위정범과 동가치가 있을 

경우는 부작위정범이고 부작위종범과 동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 방

조범이 될 것이다. 의무내용구별설도 결국 보호의무나 안전의무 안에서 

정범인지 공범인지 구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내용구별설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동가치성기준설로 가야 한다. 의무내용에 따른 구별설이 

의무의 강약설과 유사한 구조인 것만은 확실하다. 상황의존적이라는 측

면에서 그러하다. 또한 의무의 강약설이란, 복수 부작위자 간에서 의무

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동가치성기준설은 작위 정범이 이미 결정

된 상태에서 부작위자에게 정범과 동가치성이 있는지 방조범과 동가치성

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제라면,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는 정

범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 부작위자 간에 누가 정범이 될지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는

다. 그런데, 여기서 동가치성기준설을 적용하게 되면, 복수 부작위자들이 

다들 방조범과 동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범은 없고 다들 

방조범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범 없이 방조범

만 생성된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동가치성기준

설을 부작위 상호간 유형에 끌어쓸 수 없는 이유이다. 동가치성을 기준

으로 했을 때 복수 보증인들이 다들 방조와 동가치를 갖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작위-부작위’유형에 의무의 강약설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의무의 강약설은 복수 보증인 간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

다. ‘작위-부작위’유형에서는 작위자에게 정범적격이 이미 부여된 상

태에서 부작위 가담자를 정범으로 볼지 종범으로 볼지를 결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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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부작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의 강약설 관점을 

이에 적용하게 된다면,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위자

가 강한 보증인인지 어떤 부작위자가 약한(순서 또는 크기의 측면에서) 

보증인지 그러한 상대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작위의무내용구별설에 대한 비판에서 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보증

인이 법익 또는 위험원에 대한 결과방지의무가 있다면 의무이행 또는 의

무불이행의 양자적 측면만 있을 뿐, 등급을 구별하여 보다 큰 의무, 작

은 의무로 나눌 수 없다는 견해429)가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의무의 강

약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동준 교수

의 견해 부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역할, 사회

적 규범적 판단 등의 개념이 등장한 뒤로 어느 정도 극복된 부분이라고 

보인다. 다만 작위범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적적 행위론이 의미가 있을 것

이다.

2차대전 후에 인과적 행위론이 쇠락하고, 목적적 행위론이 유력하게 전

개되기에 이르자 행위지배 특히 목적적 행위지배의 유무에 의하여 정범

과 공범을 구별하게 되었고 행위지배설이 우리나라에서나 독일에서나 통

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430) 일찍이 부작위범에서의 소극적 행위론431)이 

주장된 바는 있으나, 다수적 입장은 아니었다.

(2) 부작위 정범과 공범 구별의 예

가. 서설

부작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 구별 문제의 주된 부분은 예를 들어 작

위 정범이 아들을 죽일 때 부작위한 아버지가 정범인가 공범인가 같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방조범설이 다수설적 입장이고, 정범설은 방조범

설보다는 소수설적 입장이다. 정범이 살인범/강도범일 때, 즉 정범이 작

위범일 때 구해주지 않은 비정한 부모는 정범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조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범과 동가치성 

429) 신양균, 주 100)의 글, 144면 주 14). 

430) 임웅, 주 95)의 책, 397면.

431) 조준현, “부작위범의 범죄체계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87 참조.



- 142 -

있으면 정범이고 공범과 동가치성 있으면 공범이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

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렇

다면 정범이 부작위일 때, 뒤의 사람이 부작위로 간여했을 때 공동정범

인가? 부작위 사이에서 공동정범이 될 때에 정범설/공범설 따지지는 않

을 것이다. 부작위범이 되려면 정범이든 공범이든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

하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범죄의 세계에 들어간다. 방조범도 정범

도 작위의무가 필요하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부작위로 물에 빠진 아들

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힘(물리적 힘이든, 관계 내 역할

적 힘이든)이 세서 어머니는 꼼짝 못 할 관계432)에서는 어머니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 어머니는 부작위 공동

정범이 돼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아버지 설득에 실패해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阿部 純二 교수에 의하면 정범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대소에 의

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를 공범론을 기초로 하는 견해라 하

고, 부작위를 일종의 의무범으로 본다. 보증인의무 위반을 원칙적으로 

정범으로 보는 견해를, 부작위범론을 기초로 하는 견해라고 한다.433)

부작위범의 불법의 기초가 작위의무위반에 있다면, 부작위 관여형태의 

구별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위반한 작위의무가 다름에 주목한다는 것 자

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434)

나. 검토

부작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여럿일 때에는 정범인지 공범인지 구분해 

주는 게 옳을 것이다.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이 살해하려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부모는 작위

의무에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를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정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 이 경우 흉기를 주어 살해행위를 도와주었다면 당연

432) 평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가진 처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남편의 뇌물수령

지시가 강요된 행위로써 구성된다면 처는 자유 없는 도구로서 공동정범의 책

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상돈, 주 66)의 책, 538면; 

433) 점승헌, “일본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한계”, 법학연구 제23권, 

2006, 327-328면.

434) 이용식, 주 134)의 글,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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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방조범이 될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부작위 한 것은 더더

욱 종범에 그칠 것이다.435)

(3) 정범과 공범을 법조문에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정범 공범을 법조문에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

는 단일정범체제이고 또 하나는 정범과 공범을 분리형식으로 보자는 것

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단일정범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라 생각된다. 

가. 체계 구분

① 단일정범체계

단일정범체계는 다수인이 범죄에 참가할 경우 그 다수인을 전부 무조건 

정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교사범도 정범이 되고 방조범도 정범이 된

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는 전부 정범이 되는데 양형

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정범인지 공범인지를 양형 단계에서 구분하게 된

다. 그래서 정범일 경우 중한 형을 가하고 방조범이면 반으로 감경한다. 

구성요건해당성단계에서는 전부 단일하게 정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형 

단계에 가서 형이 중한지 경한지를 구분해 보는 규정 방식이다. 이것이 

단일정범설이며 단일정범체계는 양형단계에서의 세분화로 볼 수 있다. 

② 정범과 공범 분리체계

반면에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형식(Form)은 구성요건해당성단계에서

부터 이미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서 규정해놓은 것이다. 우리 형법 체계

가 구성요건해당성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 놓고 있다. 

물론 양형 단계에 가서도 정범이면 중하게 처벌하고 공범이면 다소 가볍

게 처벌하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도 구별하고 또 양형 단계

에서도 구별해서 형량을 정한다. 그래서 단일정범체계는 양형단계에서의 

세분화로 볼 수 있다. 정범과 공범을 양형 단계에서 세분화하는데, 정범 

435) 이용식, 주 102)의 글,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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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분리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부터 세분화를 하고 양형 단계

에서 당연히 세분화를 또 한다. 즉, 두 번 세분화를 하는 것이다. 즉, 구

성요건단계부터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지 아니면 양형단계에서 구별할지

에 따라서 두 가지 입법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정범과 공범을 분리해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사례 및 검토

가령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 같은 경우에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

고 제31조 2항의 교사를 했더니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교사의 미수가 

된다. 승낙을 해놓고 잠만 자느라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甲은 교사

의 미수가 된다. 乙은 두 경우 다 방조의 미수가 된다. 단일정범체계에

서는 교사와 방조를 전부 다 정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정범의 미수

가 돼서 미수로 처벌이 될 것이다. ‘교사와 방조’436)를 전부 정범으로 보

기 때문에 가벌성이 아주 확대되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공범의 미수는 

예비음모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단일정범체계에서는 전부 정범으로 보

고 미수로 처벌하므로 가벌성이 확대된다. 이점이 단일정범체계의 문제

점이라 생각된다. 단일정범체계를 취하면 신분범의 공범의 경우도 문제

가 되는데, 가령 공무원 乙과 공무원 아닌 甲이 있을 때, 甲이 친구인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받으라고 할 경우 乙이 돈을 받으면 乙은 뇌물죄

가 된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고437), 甲은 비신분자이기 때문

에 뇌물죄를 범할 수 없다. 제33조 본문에 의하게 되더라도,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하거나 교사나 방조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는 뇌물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런데 제34조 본문에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甲이 비신분자라도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 본 건에서는 뇌

물죄의 교사범,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일정범체계를 취하게 

되면 교사범과 방조범을 전부 정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정범으

436) 교사는 정범이 고의가 없었던 자에게 고의가 발생케 하는 측면이고, 방조

는 정범이 고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

437) 공무원의 경우라도 개별적 직무행위 또는 전체로서의 직무행위가 뇌물과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정학,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대

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8년 가을, 통

권 제76호,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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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甲은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범의 정범

이 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이 뇌물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인

데 뇌물죄의 교사범 방조범을 정범이라고 하면서 신분없는 甲도 신분범

의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고, 이로 인해 신분범이라는 

개념을 형해화시키는 형국이 된다. 신분범이라는 개념이 있으나마나 하

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단일정범체계는 이론적

으로는 인정하기에 난점이 있다고 본다. 제33조 본문의 해석론을 따를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감경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에게 수뢰죄의 교사범

은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 법정형은 정범과 동일하게 된다. 

반면 독일형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비신분자(가령 위에서 친구인 乙)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다.438) 결국, 독일형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가벌성의 축소라고 한다면 우리 형법 제33조는 가벌성을 확장하

는 기능을 하게 된다.439) 신분범 이론은 애초에 가벌성 확장을 위해 등

장한 개념이다. 수뢰죄 교사범은 제33조에 의해 성립는 것이지 제31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건대,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있는데, 상대방이 보증인지위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작위 공동정범의 형식적 공동정범은 동시범으로 보

아도 되고 각자 정범으로 보아도 된다. 반면 실질적 공동정범은 필연적

으로 공동정범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

모가 있으면 작위가 되는데,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

방이 보증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상

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는 남편에 대해 법령440)에 의해 보증의무자이고 

의사들은 의료계약에 의해 환자에 대한 보증인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의

료계약이 체결된 순간 의사들도 처와 마찬가지로 보증인 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처가 의사들에 비해 1차적 의무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441) 기본적으로는 처가 의사들보다 더 보증인 의무의 등급이 

438) Kühl,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20 Rn. 149, 150.

439) 신동운, 형법총론 제8판, 파주: 법문사, 2014, 698면.

440) 친족관계로 인한 민법 제826조上

441) 물론 처와 의사의 보증인지위가 둘 다 1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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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라매병원 사건 사실관계에서처럼 처가 정상

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의사들의 보증인의무 등

급이 처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와 의사들은 형식적 공동

정범인가 실질적 공동정범인가 아니면 동시범인가? 형식적 공동정범으로 

보게 되면 처나 의사들이나 각각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될 것이다. 보

라매병원 사건이 실질적 공동정범인지 형식적 공동정범인지를 판단하려

면 환자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을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

다. 처가 퇴원요청을 하는데 의사들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

는다. 만약 처가 퇴원요청을 하지 않는데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는 죽는다. 처나 의사들이 모두 퇴원에 대해 보류를 하

고 치료를 유지해야 환자가 산다. 이런 전제로 보면 처와 의사들은 실질

적 공동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처를 설득해

서 퇴원을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처는 남편이 소생할 수도 있다는 의사

의 설명에 망연자실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처는 남편이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사는 처의 퇴원을 

적극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환자를 살렸어야 할 것이다. 검

경 등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의사도 결국 환

자를 퇴원시켰고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와 의사들은 다 같이 부작위 

실질적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부분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동시범이 될 수도 있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의사들에

게 방조의 고의는 최소한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의사에게 방조의 고의는 긍정되고 나아가 정

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방조의 고의가 있

다는 것은 인식�의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방조범의 고의라는 것이 정범의 범행을 알고 그 실행행위

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고의만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의사들의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잘

못된 것이라고 보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강약면에서 비슷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동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지위는 법률을 참고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맥락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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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한 것과

는 논리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442)

사실문제이기는 하나 환자보호자가 퇴원을 강력히 원하는데, 병원과 의

사들이 보호자의 뜻에 거슬러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

다. 지나치게 병원과 의사들에게만 치료의무의 지속을 요구한다면, 거기

에서 파생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병원과 의사는 환자 본인 혹은 환자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할 권리

와 의무가 작고 또 환자 본인 또는 환자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해

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 

보호자 측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 등을 고려하는 선에서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2. 작위 공범론과 다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필요성

(1) 서설

작위 공범론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하고 있다.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정범이고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자는 공범이

다. 이것이 행위지배설이고 정범 공범의 구별기준은 행위지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2) 부작위에 행위지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가. 문제의 제기

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이 부작위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꽤 

중요한 문제이다. 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이 부작위범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 

이른바 ‘행위자 지배설’의 관점에서 부작위자의 경우에는 공범만이 

성립된다는 입장이 있는데,443) 이 입장은 부작위 단일종범론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정환 교수도 부작위 의무의 근거가 되고 있는 

442) 박용철,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47면.

443) 최우찬, “부작위범”, 서강법학연구 제1권, 1999,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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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과에 대한 지배�통제�제어라고 보고 있다.444) 결국 의무는 결과에 

대한 지배의 이면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445)고 하면서 행위지배설의 입장

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Gössel은 부작위도 행위 개념에 포함시켜, 부

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도 행위지배설이 적용된

다고 한다.446) 일반적으로 작위범에 있어서는 동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다른 관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

다고 인정되고 있는데, 부진정부작위범도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동일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복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들 각자 사이에 관여 형태의 구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447)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작위 공범에서와 같은 

의미의 물리적인 촉진작용을 통하여 정범과의 관련성을 창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한 공범의 경우 그에 대신하여 정범과의 관련성

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448) 부작위범의 처

벌 기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각각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작위범에

서도 행위지배가 긍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부작위범에서 언

제나 행위지배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

개하겠다.

참고로 우리나라 1949년 형법초안에서는 독일형법 및 독일 1930년 형법

초안을 많이 참고하면서, 제정 역사가 새롭고 국정이 한국과 유사한 중

국형법도 참작하였다는 점이다.449) 중국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의 의무근거

는 공공질서와 사회공중도덕이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로 

보아, 무제한적으로 부작위 범위를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의무는 성격상 법률의무·도덕의무·관습

의무로 나눈다.450)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도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444) 한정환, “형법 제18조에서의 작위의무자”,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80면.

445) 이용식, 주 134)의 글, 168면.

446) Schwab Hans-Jörg,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en, Peter 

Lang, 1996, 64면.

447) 이용식, 주 134)의 글, 153면 주 23).

448) 앞의 글, 152면.

449) 한인섭, 주 170)의 책, 564면.

450) Gao Mingxuan 主編/한상돈 역, 중국 형법총론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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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행위지배이론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부작위범보다는 작위범

의 공동정범의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인다.451)

행위지배는 일반조항 내지 단순한 형상(Bild)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지배

론을 논하는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상(事象)

의 ‘중심인물(Zentralgestalt)’ 혹은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Schlusself

igur)’을 특징하는 지도원리로 기능한다.452) 부작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는 참 난해한 영역이다. 행위지배 기준을 주장하는 입

장에서는, 부작위도 작위와 마찬가지로 행위이므로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행위지배를 장악하

고 있는 보증인은 정범이며 행위지배를 장악하지 못한 보증인은 공범에 

그친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정범(Täterschaft)과 공범(Teilnahme)의 구별론은 오늘날 정범개념의 우

위성이라는 견지에서 정범개념의 정의가 우선하는 문제로 되어있다. 정

범도 아니고 공범도 아닌 제3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범개념

이 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범개념이 결정된다는 것이다.453) Roxin

교수조차 부작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아직 충분하게 

해명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할 지경이다.454) 그런데 현실에서 부작위범

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실제로 부작위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도가 적다할지라도 부작위범 처벌의 근거를 정립하고 확립하는 것

은 중요한 문제이다. 

정범인지 공범인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게 되는 것455)이므로 그 구별

기준은 명확하여야 하고, 부작위자가 행해야 할 작위의 난이도 여부나 

구원, 2009, 245-246면.

451)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국제형사법과 절차, 사법발전재단, 2018, 204-205면.

452) 이훈동,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12집,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82면.

453) 임웅, 주 95)의 책, 396면.

454) Claus Roxin, 주 231)의 책, S.706f. 

455) 가령 ① 부작위에 의한 정범은 기본적으로 각 개별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에 

의해 처벌되는데, 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하여

야 하며, ② 부작위한 보증인을 정범으로 보면 그 미수범은 당연히 가벌적이 

되지만, 단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다면 그 미수는 방조의 미수가 되

어 불가벌이라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실익이 있게 

된다. 이용식, 주 102)의 글, 27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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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대소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외부적 상황에 따라서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면 

그 판단은 자의적이며 불안정하게 될 것이기에, 부작위시 외부적 상황에 

의해 부작위 불법내용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없다면 양형상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456) 결국 부작위범은 외부적 상황에 따라 정

범과 공범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비외부적 차원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

해야 한다. 이것이 동가치성기준457)이다. 이하 동가치성기준을 부작위범

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 구별에 있어서의 default값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 

나. 행위지배 기준의 부작위에의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기준으로 행위지배설이 통설과 판

례의 입장이다.458) 그런데 부작위범에서는 작위 공범론에서 쓰는 이 행

위지배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 행위지배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이유는,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에 행위지배라

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에, 행

위지배라는 게 관념화될 수 없을 것이다. 부작위는 의무로 말한다. 의무

의 강약에 따라 부작위 정범과 부작위 공범이 나누어지고, 의무의 강약

에 상황적 요건들까지 고려하여 부작위자가 부작위 정범인지 부작위 공

범인지를 구분해 준다. 상황적 요건들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결의

론(Kasuistik)적 측면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작위-부작위’ 형

태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작위-부작위’ 형태에서는 동가치성기준설 

또는 원칙적 방조범설을 적용하면 된다. 물론 필자는 동가치성기준설이 

원칙적 방조범설보다는 보다 타당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원칙적 방조범

설은 부작위는 방조범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아닌 경우도 있는가를 검

토하는 방식이라면, 동가치성기준설은 정범인지 공범인지 결론은 유보된 

상태로 일단 검토해 보고 정범과 동가치일 경우 정범, 방조범과 동가치

일 경우 방조범으로 판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기준이라고 

456) 이용식, 주 134)의 글, 주 28).

457) 동가치성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章을 달리하여 설명한다.

458)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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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위-부작위’ 형태에 있어서는 행위지배표지를 

적용해서 원칙적 방조범설이 성립됐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적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위는 의무로 말한다는 관점에서보면 ‘작위-부작

위’ 형태에서도 행위지배설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된

다. 행위지배표지를 적용해서 부작위자에게 애시당초 정범이 성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해 놓고 시작했으면서, ‘행위지배표지를 적용하니 

방조만 되더라'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부작위범에서는 행위지배관점을 쓰지 않고 의무범적 관점

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

겠다. 가령 작위범에서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경우 두목 乙이 부하 

甲에게 A라는 사람을 살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할 경우, 가서 살인을 한 

甲이 살인죄의 정범이 될 것이고, 살인을 지시한 乙은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될 것이다. 乙이 살인을 지시했어도 乙에게는 행위지배

가 없기 때문에 정범은 될 수 없고, 교사범만 되는 것이다. 물론 제31조 

제1항에 의해 乙은 甲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제3

1조 제1항에 의거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될 뿐이지 乙 자체가 살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작위범을 설명하는 통설/판례인 행위지배설에 의하

면 조폭의 수괴나 조직범죄459)의 수장은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이는 상당히 부조리하다. 교사범도 정범과 동일한 형으

로 처벌하니까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은, 6개월형 언도받고 만기 출소되는 

것이나 6년 형을 부과하는 대신 6개월 지난 다음에 형집행면제를 받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닌가라는 물음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낙인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양자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낙인이론적 관점이 아

니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

이 작금의 상황에서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 질서위반법에 있어서의 질서

위반금(Bußgeld) 또는 행정처벌상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신 벌금형 500

만원 선고를 굳이 고수하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교사범의 경우 공범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범행(Täterdelikt) 

459) 조직이란 범죄조직에 국한되지 않거니와, 회사 같은 경우 합법적 기구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조직의 지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판례의 조직

지배 개념보다 조직적 범행지배(Organisatorische Herrschaft)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로 이상돈, 주 66)의 책, 542면 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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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공범범행(Teilnehmerdelikt) 사실을 각각 기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부담으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의 사례들이 (공동)정범

으로 처리되어 대부분의 공범사건을 공동정범 혹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

리하여 교사범의 사례는 드물다.460)

작위범에서 행위지배이론으로 바라볼 때에는 교사범밖에 안되는 조직범

죄461)의 수장이나 조직폭력범죄의 수괴를 부작위범에서는 정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의무범적 관점을 취할 경우에는, 부작위

범에 있어서도 행위지배이론을 관철할 경우에 교사범밖에 되지 못할 혹

은 방조범밖에 되지 못할 수괴 또는 수장이 정범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부작위범에 있어서 의무범적 관점이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하는 것과 

다른 국면을 가져다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이 논의의 가치가 크다. 그

렇다고 행위지배이론 대신 의무범적 관점에서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

과 공범의 구별을 바라본다면 부작위행위자는 다 정범이 되는데, 이는 

문제가 없겠는가? 의무범적 관점에 의할 경우 다 정범만 되는 것이 문제

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점에 있어서 의무의 강약에 따라 정

범과 공범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리고 생각건대 의무의 강약으로 구별기준을 삼겠다는 것은 결국 동가치

성기준설로 하겠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동가치성기준설도 부작위가 

정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부작위 정범이고 부작위가 종범과 동가치가 있

으면 부작위 종범이라는 것인데, 정범과 동가치가 있으려면 정범의 의무

가 있는 1차적 보증인 적격자이어야 하고, 종범과 동가치가 있으려면 종

범의 의무가 있는 2차적 보증인 적격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적 역할에 의해 주어진 의무의 강약에 더해서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여 2

차적 보증인 적격자도 1차적 보증인 적격자로 승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의무의 강약을 고려할 때는, 의무

의 강약이 고정불변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결의론(Kasuistik)

적 관점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다. 결의론이란 일반

460) 김정환, “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0년 2월, 171-172면.

461) Systemtäter는 행위귀속의 측면이 아니다. 의무범은 must의 영역이라면 행위지배

는 can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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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무규정이 예외적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행동지침을 부여하지 못

할 경우에 대한 측면이고 중세 Scholar학파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범행지배라는 정범표지는 행위범죄(지배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

별하는 기준으로 유용하지만 의무범론을 중심으로 범행지배론에 대한 문

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고, 비록 아직까지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 한

계로서 신분범, 과실범, 부작위범, 자수범 등이 검토되어 왔다.462)

기존의 부작위를 논하는 학설은 대체적으로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

는 것을 상정한 학설들이다.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는 부

진정부작위범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작위에 가담

하는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어서도, 작위범에 작위로 가담

할 때의 가담자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부작위범에서의 행위지배설’이다. 부작위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보증

인은 원칙적으로 항상 정범이 된다. 그런데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나란히 

존재할 때에는 작위자가 정범이 될 것이고, 부작위자는 방조범이 될 것

이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행위지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작위자가 정범이고 부작위자가 방조범이 

되는 것은 행위지배가 작위범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행위지배 

기준을 동원하게 되면 부작위자는 작위자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종범이 

되어 버린다. 작위자가 있을 때에는 부작위자는 행위지배가 없다고 보아 

언제나 종범이 된다면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자를 정범

으로 보아야 된다는 원칙적 정범설 혹은 단일정범설은 논리적 근거가 있

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방조범이 되는 부작위자를 원칙적 정

범설에서나 부작위 단일정범설에서 정범으로 보는 것은,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때에는 행위지배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방증이다. 행위지배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일까? 행위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범이 된다는 것은 부작위범을 

신분범이나 의무범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위지배는 일반범/

462) 김봉수,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유기천형법학연구 - 

유기천형법학의 재조명 -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편, 법문사, 2017,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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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범에만 적용이 된다. 신분범/의무범에서는 행위지배 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다.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의 작위의무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작위의무를 한 번만 하지 않더라도 정범이 되고, 작위의무를 거의 하지 

않더라도 정범이 된다. 의무에 위반되면 행위지배와 관계없이 정범이 된

다는 것이 바로 의무범설이다. 

(3) 의무범 이론의 적용 모색

가. 견해의 대립

① 의무범 이론에 대한 긍정적 견해

의무범 이론은 Roxin이 행위지배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주창되었으며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영역에서 작위범과 다른 정범�공범의 구별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우선 

지배범과 의무범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지배범에 있어서는 행위지

배가 의무범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적의무의 위반이 정범성의 징표가 되

며, 부진정부작위범은 대표적인 의무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범의 성립

에 특별한 법적의무의 위반만이 필요할 뿐 행위지배가 요구되지 않는다

고 본다.463) 김일수�서보학 교수는 의무범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464)

김종구 교수는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공범의 구별은 부작위범의 특성상 

작위범에 적용되는 행위지배의 기준에 따를 수 없으며 작위의무자의 의

무침해가 있으면 곧 원칙적으로 부작위의 정범이 될 뿐이라고 한다.465)

김성룡 교수와 이정원 교수도 우리 형법은 부작위범에 있어 단일정범개

념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대표적 학자이다. 김성룡 교수는 부작위에 의

한 방조범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데, 작위범에서 공범이 가능하다고 해

서 부진정부작위범에 공범이 가능하지는 않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죄이지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정범표지가 될 뿐이라는 것

이고, 나아가 개별 부작위자는 모두 단독정범이 되므로 그들의 정범성을 

463) 김동률, 주 52)의 글, 56면.

464)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23면 이하.

465) 김종구, 주 405)의 글,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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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짓기 위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466) 이정원 교수

는 의무범에 있어 개개의 의무위반자는 각각 독립된 직접정범이 될 뿐이

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이 아니라 ‘제3자의 범죄행

위를 방지할 보증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467) 김동률 교수는 행위지배

에 의한 부작위범의 정범・공범 구분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은 이미 충분

히 형성되었지만 의무범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아

직 부족한 듯 보인다468)는 입장이다. 

② 의무범 이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에 반해 의무범론에 대해서 아직 미완의 이론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성돈 교수는 의무범론의 유용성은 인

정하지 못할 바 아니나, 첫째로, 지배범과 의무범을 달리 취급하는 이유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둘째로, 의무범에 있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의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469)  

나. 검토

① 현대사회 조직범죄와 의무범 이론의 필요성

사회에 변화에 따라 중요시되는 범죄의 유형도 달라지고 복잡/고도화된 

오늘날 위험사회에서 사회는 개인의 근력에 의한 범죄보다 시스템에 의

해 자행되는 범죄에 의해 더 큰 위협을 받는다. 기업범죄, 환경범죄, 조

466) 김성룡, 주 294)의 글, 106면.

467)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

호, 2000, 152면 이하 참조.

468) 김동률, 주 52)의 글, 제76면.

469) 김성돈, 주 56)의 글, 42면 이하.

    또한 김성돈 교수는 의무범이란 ‘구성요건에 앞서 존재하는 형법외적 특

별의무를 침해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성돈, 주 56)의 글, 35면.

    즉, 형법외적인 특별의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또는 형량 산정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라고 한다. 김성돈, 주 56)의 글,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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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범죄, 체제범죄 등 보다 고급화된 범죄는 흔히 불법을 방치하고 묵인

하는 수뇌부의 부작위로 이루어지기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

어 직접행위자의 작위는 결정권자의 부작위보다 중요도가 낮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무범론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470) 또한 수뇌부의 범죄라는 

것이 곧 화이트칼라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블루칼라범죄에

서도 수뇌부는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대사회의 조직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의무범 이론의 도입 또는 법인형사처벌

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무범 

이론의 도입이 보다 가벌성을 축소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법인범죄에 대한 책임이 법인이 아닌 한 개인에게 명백히 귀

속가능한 경우까지 법인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려는 이론은 아닐 것이

다.471) 조직지배의 사안을 위한 학설의 논증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지시권

한자는 조직구조 내에서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담고 있

으며 여기서는 도구의 대체성이 언급된다.472) 국가적으로 조직된 범죄의 

경우 도구는 교환 가능한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이용자는 권력조직의 구

조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자의 정범성과 관계없이 독자

적인 행위지배를 갖는다.473)

② 의무범설 관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 고찰

형법총칙의 정범과 공범규정도 부작위범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

을 것인데, 제18조의 ‘발생된 결과’는 정범에 의한 결과발생에서 말하

는 결과가 아니라 “작위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474) 그

런데 이때 작위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위지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귀속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부

470) 김동률, 주 52)의 글, 76면.

471)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통권 제

29집) 2010.02, 90면.

472) Uwe Murmann/허황 역,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한국비교형사법학

회,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8년 10월, 251면.

473)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460면. Roxin은 이를 독립된 간접정범 

형태로서 조직지배(Organisationsherrschaft)라고 한다.

474) 문채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비교형사연

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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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에 행위지배적 요소는 없고, 각칙 조문의 객관적 귀속이라

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제18조는 부진정부작위범과 관련된 조문이다. 이를 의무범과 굳이 결부

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라는 견

해도 비록 있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을 반드시 의무범이라 볼 수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지배범적 성격도 있고 의무범적 

성격도 있다. 형법 각칙 조문 중에 배임죄 또는 유기죄는 조문 내에 의

무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무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반면 가령 제250조 살인죄의 경우에 있어서 작위 살인죄는 지배범이지

만, 부작위 살인죄는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해지기 때문에 이는 의무범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부작위 살인죄의 성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18조

와 제250조를 거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50조 살인죄의 성격이 의무

범이라거나 지배범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증인

인 아버지가 아들의 살해를 저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50조는 의무범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제18조는 형법각칙 조문이 부작위로 실행될 경우

에 작위와의 동가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4) 부작위 간접정범, 방조범, 교사범 개관

가. 부작위 간접정범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간접정범이 있을 수 없다. 의무범은 원칙적으로 

작위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도 의무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의무범은 작위범이다. 

독일에서도 의무범 개념을 한국이나 일본에서보다야 더 널리 인정하고

는 있지만, 의무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지배범 개념으

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Roxin처럼 의무범 개념도 인

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독일은 한국에서보다는 의무범 개

념을 더 넓게 인정하고는 있는 추세라고 보인다. 그런데 간접정범 형태

는 부작위범으로 범할 수 없다. 간접정범은 의사지배가 있어야 해서 부

작위로 간접정범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접정범은 의사지배가 없



- 158 -

지만 의무범적 측면에서 유죄성립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규범적 의

사지배는 의무에서 파생된다. 가령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행위지배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익침해라는 단일기

준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범죄 때문에 의무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런데 

행위지배는 물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

무범에서도 행위지배가 있어야 ‘간접정범’ 형태를 범할 수 있다. 의무

범의 경우에도 간접정범 형태에서는 행위지배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간접정범을 제외한 공동정범이라든가 단

독정범에서는 의무범 이론으로 대체로 해결이 가능하다. 행위지배 개념

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성립가능하다.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이라고 보았을 때에도 위의 논의 패턴에 따르

자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부진정부작위범의 단독정범은 성립가

능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간접정범은 성립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인

을 체포 감금시켜 부작위 하게 함으로써 결과발생의 위험을 야기시킨 경

우가 그 예이다.475) 또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방조의 형태로 나타

나는 간접정범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476)

보라매병원 판례에서는, 처가 남편을 치료해 주지 않은 점에 주목해서 

1심부터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작위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은 전부 부작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다소 논리일관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은 본래는 작위범이기 때문에, 판례의 논리에 따르자면 앞뒤가 맞

지 않는다. 차라리 처를 살인죄의 작위 간접정범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를 도구로 이용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구

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자신의 범행계획에 따라 

우월한 의사를 가지고 피이용자를 도구처럼 지배·조정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며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의 인과적 과정에 지나

지 않아야 하는데, 처가 의사들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보게 되면 

처를 간접정범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는 있

475)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438면.

476) 신동운, 형법총론 제8판, 파주: 법문사, 2014, 6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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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들이 도구로서 이용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처는 간접정

범까지는 안 될 것이고 의사들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처

는 간접정범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조문에 간접정범이 없어도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간접정범을 두어야 하는가 

의문이다. 간접정범, 공동정범, 방조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보았자 그 

분류들 사이의 간극이 있어서 정범과 같은 스펙트럼을 지니지는 않았다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간극은 있는데, 구태여 간접정범이라는 

카테고리를 둔다면, 가뜩이나 간접정범이 정범인지 공범인지에 대한 논

란도 분분한 와중에 가벌성만 확대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

다. 사람을 완전히 도구처럼 이용하는 상황, 가령 A가 B라는 사람의 팔

을 붙잡고 B 손에 칼을 쥐게 한 뒤 A가 B의 주먹을 감싸 쥔 채 B가 옆

에 있는 C라는 사람을 칼로 찌르게 하는 경우에는 A가 B를 도구로 이용

한 간접정범이 되기는 할 것이다.

배종대 교수는 간접정범이 단순히 범행을 야기 촉진한 공범이 아니라, 

피이용자의 범행을 행위지배하였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정범이 된다는 입

장477)인데,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처가 의사들에 대해 의사지배에 의한 

행위지배까지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물론 처를 작위 간접정범으로 보지 않고 부작위로 보았을 때에 처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인공호흡기를 떼는 행위 그 자체는 직접 생명을 단절시키는 의미를 가

지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의사가 호흡기를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어디까지나 병원 측이 행하는 치료를 위한 조치를 중단/방해함으

로써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에, 인공호흡기를 정지시키는 행위

가 금지의 대상으로 된다면 그 금지는 어디까지나 치료의 계속을 확보함

으로써 생명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금지에 다름 아닐 것이어서 치료의 주

체인 의사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치료의 중지이고, 제3자가 그것을 행

하면 치료의 방해라는 기능적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478) 그러므로 인공

477) 배종대, 주 58)의 글, 598-599면.

478) 井田 良/신양균 역, 주 87)의 책, 26면.

     참고로 원형식, 주 86)의 책, 367면에서는, 전철수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행위는 작위이며,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인데, 전철수가 음주하

지 않아야 할 의무, 즉 금지규범에 위배한 행위는 차단기를 내려야 할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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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의 제거는 규범구조상으로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의 성격을 가진

다. 부진정부작위범인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

를 지는 자가 스스로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구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냈다든가, 일정한 시점에서 전철을 할 철도 전철수(轉轍手)가 그 

이전의 시점에 고의로 술에 취함으로써 전철을 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다는 류의 케이스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행위자는 각각의 신체적 동작을 

통해 작위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되는 것이다.479) Kühl 교수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도록 자기를 행위무능력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에 작위요소가 있었지만, 그가 요구된 행위

(erwartete Handlung)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법적 평가의 중점이 있으

므로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

위라고 하는데, 음주대취하여 기차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건널목지기의 

예와 같은 망각범이 그 유형이라고 한다.480)

처를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라고 판단했던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옳다고 전제한다면, 보라매병원 사건의 경우 의사들이 처와 마찬가지로 

1차적 보증의무자로 승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와 의사들 간에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보라매병원 판결을 통해 보

증인의 의무와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판단의 기준이 조금은 

제시됐다고 본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심에서는 부작위 정범에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상황으로 보았고, 2심부터 대법원까지는 부작위 정

범에 작위 방조로 가담한 것으로 보았지만, 세월호 사건은 보라매병원 

대법원 판결과 달리 부작위범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정범/공범 구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세월호 선장에게는 1심481)에서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물었으나 2심482)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의무에 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비난의 중점은 부작위에 있고, 전철수

가 부작위 당시에는 작위가능성과 책임능력이 없었으나 원인행위시, 즉 음주 

당시에는 작위가능성과 책임능력이 있었으며 결과발생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

적 고의가 있었으므로 고의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부작위로서 피해자에 대

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479) 井田 良/신양균 역, 주 87)의 책, 26-27면.

480) 정성근�박광민, 주 246)의 책, 474면.

481)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2014고합384(병합) 판결.

482)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2014노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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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

사의 살인죄 성립여부이다. 사실 보라매병원 사건 1심 판결이 대법원까

지 계속 이어졌으면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최초의 판례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의사들에게 2심과 3심에서도 부작위범

을 인정했다면, 처와 의사들을 함께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처와 의사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처

의 구성요건 및 범죄행위 시점과 의사들의 구성요건 및 범죄행위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구별되는 상황에서 처와 의사들에게 

대한 공동가공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작위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이론에 따르면 처와 의사들 간에는 밀

접한 관련성 내지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3인 공동의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

면 될 것인지483), 아니면 처 따로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인정되고, 의사

483) 실제로 보라매병원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이OO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OO이 담당

의사들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회복가능성이 있고, 만일 퇴원해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면 바로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를 살해할 것을 의욕 내지 용인하고, 담당의사들에게 생존가능성이 있는 피

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치료를 중단하게 하고, 그 일환으로 인공호흡장치 

등을 제거케 하여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퇴원과 치료행위의 중단은 1개의 행위가 결합된 양면을 이루는 것

으로 피고인 이OO의 행위의 의미 있는 중점은 피고인 이OO이 피해자의 처

로서 그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퇴원시켜 치료중단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예상하고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 있는 것이고, 인공호흡장치 등의 제거

는 치료중단이라고 하는 행위수행의 한 내용을 이룰 뿐이며,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고인 양OO, 김OO, 강OO과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이OO의 퇴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치료중단사

실의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OO의 범행은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처는 

의사들과 공동정범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성룡, “치료행위

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3], 

2013, 5면; 김성룡, 주 173)의 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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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끼리 부작위 살인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3인 공동의 부작

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물론 공모는 

있었더라도, 공동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484) 성립

을 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부작위 방조범

부작위 가담자들이 만약 부작위 정범의 부작위 살인죄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부작위 방조를 했다고 가정하자. 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신적 방조만으로는 편면적 방조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는 물질적 방조는 아니다. 물질

적 방조가 성립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신적 방조 성립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 방조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령 격려를 한 경

우 정신적 방조가 된다.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는 개별적으로 요건

을 살펴야 할 것이다. 물질적 방조 요건을 살펴보고, 정신적 방조 요건

도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물질적 

방조이자 정신적 방조이기도 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방

조와 정신적 방조는 개별성립요건을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

질적 방조가 성립되지 않을 때 정신적 방조를 검토한다. 부작위에 의해

서는 요건에 따라 정신적 방조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개별

적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방조가 되는지를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격려를 한 경우 정신적 방조가 된다. 범인이 부작

위자를 볼 수 있는 곳에 부작위자가 서 있으면 물질적 방조이고 범인이 

모르는 곳에 서 있으면 편면적인 정신적 방조가 될 것인가? 심리적 방조

484) 김용세, “일본의 공모공동정범론: 현황과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403면에서는, 이는 일본에서의 공모공동정범 개념을 우리의 공동정범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일본법원이 형사실

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는 단지 공동의사

의 형성작용이다. 그러므로 공모의 형식(態樣) 등에는 제약이 없다. 나아가 

‘공모’라는 소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교사⋅방조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태양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공소유지는 지극히 용이한 것이

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실무가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유지하는 것이라 한다.



- 163 -

는 상호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면 이 경우에 정신적 방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 방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교사를 보다 좁게 인정하는 것

도 가능하며,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한 공범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공범형태를 정범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485) 아동폭행사건486)에서 아버지

가 아이를 때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부작위 방조를 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 물질적 방조가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견해에서는 부작위 방조

를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범이 전체를 지배한 것

이지 부작위자는 지배한 게 아니라는 극단적 입장이 가능할 수는 있다. 

또한 정신적 방조가 되려면 작위에 의해야 하고 부작위에 의한 것은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말로써 힘내라고 하는 것 등이 그렇다. 그래서 부

작위에 의한 정신적 방조는 처벌하지 말자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아이를 작위로 살해하는데도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

히 있으면487) 부인은 정신적 방조가 된다고 보는 입장, 제지하지 않았다

는 측면에서 물질적 방조로 보는 입장, 그리고 방조가 아니라고 보는 입

장 등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증인이 범인과 눈빛만 교환한다 할

지라도, 비록 범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범행을 제지한 게 아

니지만 이 정도만으로 보증인에게 물질적 방조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

다. 물질적 방조는 정신적 방조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어서 

각각은 별개의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물질적 방조

가 성립하지는 않는데 정신적 방조만 있는 사례도 생각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방조가 편면적으로도 가능한가? 아마 물질적 방조는 가

능하겠지만 편면적인 정신적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가령 칼을 갖다 놓으면 물질적 방조가 되고 정신적 방조는 되지 않

는다. 범인이 칼이 놓여진 것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칼이 있는지 

몰랐다면 편면적 방조 미수가 되어 편면적 방조자에게 정신적 방조도 인

정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방조는 상호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85) 이창섭, “한국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년 8월, 99면.

486) 김잔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요건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

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2017 ･ 겨울), 127면 이하.

487) 도구를 주는 것과 말리지 않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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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방조에서만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 심리적 방조가 되려면 상호 

인식을 통해 소통(Kommunikation)을 해야 범행결의가 강화될 것이다. 그

렇다면 정신적 방조 형태까지 형법에서 처벌하면 안 될 것인가? 참고로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정범과 방조범 사이에는 의사의 일치는 필요가 없

어 편면적 방조범도 인정할 수 있다. 편면적 방조는 정범이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방조범을 말한다. 이 점에서 편면적 공동정범(eins

eitige Mittäterschaft)이 인정될 수 없는 것과는 구별된다. 놓여진 칼을 

범인이 갖고 범행 현장에 갔는데, 범인이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조용히 놓아둔 자에게 물질적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488) 다만 정신

적 방조는 된다. 물질적 방조가 되지 않고, 정신적 방조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 방조의 처벌범위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작

위에 의한 물질적 방조는 정신적 방조인가?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물질

적 방조이자 정신적 방조이기도 한 것인가?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물질

적 방조는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물질적 방조가 

될 수 없다. 물질적 방조성립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정신적 방조를 따

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편면적 방조의 경우) 범죄가 벌어질 때 부작위 

가담자가 아는 곳에 서 있다면 물질적 방조이고, 모르는 곳에 서 있으면 

정신적 방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부작위 방조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인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부작위 방조가 될 것이다. 그렇더

라도 이는 물질적 방조는 아니고 정신적 방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489)

물질적 방조이든 정신적 방조이든 편면적 방조는 처벌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물질적 방조이든 정신적 방조이든 편면적 부작위 공범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한정환 교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물리력의 작용이 없다는 점에서는 

무형적 방조이지만 반드시 정신ㆍ심리적 방조는 아니라고 한다. 보증인

의 부작위가 같은 가치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조가 인정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도 정범의 범행결의강화 

또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심리적 방조와 다르다는 입장이다.490)

488) 이는 오히려 인과관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489) 물질적 방조는 물질적·유형적 도움을 줄 경우에, 정신적 방조는 정신적·

무형적 도움을 줄 경우에 인정한다.

490) 한정환, “무형적 정신적 방조”,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2017, 173면,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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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교수는 아마 부작위 방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부작위범을 처벌하려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작위 정범으로 의율될 상황들도 가벌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부작위 방

조로 혹시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도는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부작위

도 작위에 비해 임의적 감경할 수 있고, 방조도 정범에 비해 필요적 감

경하니, 부작위 방조는 작위 정범에 비해서 1/4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위 감경은 없고, 제32조 제2항에 의해 필요

적 방조 감경만 되니 부작위 방조범이라도 1/2 감경밖에 안 되는 형국이

다. 부작위 방조의 경우에 1/4도 아니고 1/2 밖에 감경이 안 된다. 방조

의 본질은 무엇일까? 의사연락인가 아니면 도움인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만 부작위 편면적 방조임에도 불구하고 1/4 감경이 안 되고 1/2 감

경밖에 되지 않는다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독일

의 경우 위험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서, 위험성이 없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즉 ‘법률적 불능’의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인정된다. 독일에

서는 결과반가치보다 행위반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령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물에 빠진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도 구조하지 않고 지나쳤다면, 만약 결과적으로 물에 빠졌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을지라도 부작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이 된다. 이러

한 점에서 독일은 다소 심정형법으로 치우쳐질 우려가 없지는 않은 것이

고, 그러한 이유에서 감경조항이 있다고 보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에 있어서 부작위범이 부작위 방조로 인

정이 될 경우, 방조미수는 불가벌까지 될 수 있으니 아주 절실한 문제이

다.491) 부작위범에게 있어서 미수의 경우 가벌성이 획기적으로 감축된다는 

측면에서 부작위 방조로의 인정은 절실한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부작위범의 불능미수를 일반적인 불가벌로 하려면, 부작위의 당

벌성이 항상 작위의 당벌성보다 낮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형법에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492) 의무범설적인 측면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가령 강도가 아들

491) 이용식, 주 102)의 글, 258면.

492) 이용식, 주 1)의 글,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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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해하려고 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인 보증인이 의무에 위반해서 작

위방조를 한다면 보증인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가령 아이의 아버지가 

강도에게 칼을 건네준다면 의무범설에 의하면 작위방조를 했어도 정범이

다. 강도가 아이를 살해하려 할 때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는 보증인이니

까 보증인의무에 위반했으므로 정범이 될 것이고, 칼을 강도에게 건네주

는 작위방조를 했을 때도 정범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통설/판례에 의하

면, 작위방조시에 방조로 감경된다. 그러면 아들을 살해하라면서 칼을 

강도에게 건네는 아버지가 살인죄의 작위방조가 되는 게 타당한가 아니

면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 게 타당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살인

죄의 정범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부작위 교사범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하나의 문제이다. 교사가 

타인에 대해 범의를 품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부작위로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乙이 어떤 편지를 읽으면 A에 대해 살의

를 품을 것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甲은 그 점을 알면서 乙이 그 편

지를 읽는 것을 전혀 저지하지 않고 그로 인해 乙이 살의를 가지게 되었

다는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사태를 문언상 교사라고 부

를 수 있는지는 꽤 의문이지만 그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 행위를 부

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의 범의(犯意) 형성을 저지해야 

할 작위의무를 질 것이 전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甲과 乙 사이에 

특수한 관계 (예를 들면, 친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甲이 乙의 범죄를 저

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태만히 한 甲은 오히려 

정범(동시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수 

있다. 마찬가지 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의 관계에서도 말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심리적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물리적 

방조는 상상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범죄가 행해지는 현장에

서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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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는 경우나 백화점의 경비원이 소매치기를 발견하였지만 후에 범인

을 공갈할 목적으로 소매치기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경우이다. 이들 

케이스에 대해서도 범죄저지의무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고의적으로 태만

히 한 것으로서 오히려 정범(동시범 또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甲이 乙의 범죄를 

저지할 보증의무가 있음에도 이것을 굳이 태만히 하여 범죄가 실현되도

록 내버려둔 때 도대체 정범으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의 공

범인 교사 방조로 되는 것인가는 곤란한 문제이다.493)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학설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긍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미한 범죄에서는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는 것이 경제성

에 심히 위반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미하지 않은 범죄에

서는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호위반 등과 관련

한 경미한 범죄에서는 단일정범체계를 취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난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② 검토

참고로 부작위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교사는 무조건 작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범은 교사범의 의사에 종속해서 범행결의와 범행수행을 실행

함이 필요한데494), 부작위 교사범 형태로는 범행실행단계 뿐 아니라 범

행계획단계에서부터 정범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위교사

만이 가능하고 부작위 교사는 불가능하다. 부작위 간접정범도 원칙적으

로는 불가능하다. 2017년 11월에 조선인민군 하전사가 판문점을 통해 남

한으로 탈출하다가 북한군에 총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최고지도자

급 직위에 있는 甲은 조선인민군 하전사 사망에 대한 부작위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인가? 甲이 전임자의 사살명령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아

니하면 甲에게는 부작위 간접정범이 성립할 것이다. 甲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북한 귀순병사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 초병에 대해 甲이 우

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한다. 총을 쏜 북한군 초병은 구성요건에 해당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무단 월경하려는 군인에게 총을 쏘는 

493) 井田 良/신양균 역, 주 87)의 책, 413-414면.

494) Köhler, Strafrecht AT, 1997, 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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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이용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이용한 이용자의 간

접정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甲이 전임자의 사살명령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불가능하다면 의무범의 

정범이 성립할 것이다. 의무범에서는 직접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범 배후의 정범은 배후자가 직접실행자를 기계적인 도구로서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여 자신의 지시가 거의 자동으로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사

실만으로는 근거 지워질 수 없으며 인적 범죄지배는 오히려 규범적 사안

으로 볼 수 있다.495) 실제로 국가의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예컨대 나치범

죄나 구동독 시절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자에 대한 동독의 사살명령)이나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단체와 같은 경우 Schreibtischmörder는 그들에게 

주어진 우월적 조직지배에 근거하여 범행과정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조

종할 수 있고 간접정범 성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496) 직

접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는 위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장적 공범론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직접행위자에게 신분이나 목적이 결여된 때에도 공범에게 이러

한 신분이나 목적이 있으면 직접행위자에게 부족한 구성요건을 보충해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만들어서 이완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서 직접행위

자가 공범이 된다는 것이 확장적 공범론이기 때문이다.497) Roxin 교수에 

의하면 간접정범은 강제와 착오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유형으

로서 ‘조직적 권력기구에 의한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Na

zis 체제하에서와 같이 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권력기구가 설치되는 

495) Uwe Murmann/허황 역, 주 472)의 글, 261면 배후자가 자신에게 자신의 피

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의무가 부과되어 있기에 직접실행자에 대한 지시

가 이미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법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면, 배후자는 사태를 자유롭게 행위하는 자를 통해 지배할 수 있다.

496) 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주 206)의 책, 261면.

497) 이창섭, “한국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년 8월, 135면에서는 직접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는 위법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간접정범

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정당화요소의 존재에 의해서 구성요

건적 고의의 범행결의가 상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배후자는 정범

으로서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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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권력에 기하여 명령을 내리는 자는 실행담당자가 정범인가 여부

에 관계없이 명령자 자신이 독자의 행위지배를 갖는다. 그 실현에 있어 

직접행위자가 누구인가는 무의미하며 이러한 직접행위자가 대체가능하다

는 것을 근거로 하여 권력기구에 기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유형이

다.498) 정범 뒤의 정범은 현대범죄에서는 대개 조직지배(Organisationsher

rschaft)499)를 통한 범죄지배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 경우에 정범 배후의 

정범(Täter hinter dem Täter)500)을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다501).‘작위-부작위’ 유형에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정범이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502)에서는, 위의 초병 사례 같은 간접정범 유사사

례에서 부작위범을 직접 정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방

조범으로 볼 것인가 의문이다.  

부작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의사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

한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타인에 대한 의사지배가 없

을 때에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

에서는 직접정범에 대해 요구되는 직접적 실행지배가 없는 것을 그 근거

로 들며, 따라서 피이용자의 행위가 고의행위이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503) 그렇다

면 위 귀순병사 사례에서 甲은 초병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것인가. 오영근 교수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형법상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당연

히 포함되어있기 때문이고, 특히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504) 일반인의 작위방조와 보증인의 

작위방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범이다. 보증인의 작위방조를 

498) 이훈동,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12집,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0-91면.

499) BGHSt 40, 236

500)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Der Täter hinter dem Täter.: Ein Beitrag 

zur Lehre von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Schriften zum Strafrecht) 

Taschenbuch – 1965, 166면.  

501) 이상돈, 주 66)의 책, 542면.

502) 최우찬, 주 443)의 글, 119면.

503) 김성돈, 주 47)의 책, 669면.

504) 오영근, 주 59)의 책,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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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로 보지 않고 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무범설을 취할 때에만 가

능하다. 독일에서는 지배범 관념 외에 의무범 관념도 있다. 모든 범죄가 

의무범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으

면 의무범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범적 관념이 독일에 비해 

상당히 희박하다.

(5) 부작위 공동정범 개관

가. 작위 공동정범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

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행위지배(funktionale Tatherrschaft)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각자가 전체 범죄

의 실현과정 중 자신에게 분담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실행하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

야 한다.505)

공동의 실행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의 전체계획(verbrecherische

r Gesamtplan)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

을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

일지라도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망을 보거나,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범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대기

하고 있거나,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행위506)에 의

하여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음주음전과 관련된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과연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음주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이 음주운

전의 공동정범이 될지는 의문이다. 음주한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면

505)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7. Aufl., 2000,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0, 355면 이하

506)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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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신이 운전해서 나를 집에까지 데려달라고 말한다면, 음주운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음주운전의 공동정범으로까지 

보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음주운전의 자수범성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음주운전 자수범성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비근한 예로 범인이 자기 스스로를 도피시켜달라고 교사하는 것은 처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가 도망가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자신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 처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방어권의 남용이 아닐 시 – 수사

할 때 형사사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 교사로 처벌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자기방어권의 남용시 교사로 처벌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 범인은닉죄는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필요적 공범은 행위가 둘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범인은닉죄는 숨겨 주는 행위와 숨겨 받는 행위가 있

어야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인은 객체(Objekt)에 불과하고 숨겨 주

는 행위라는 행위 한 개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애매하지만 범인은 

가만히 있는데, 숨겨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은닉해버릴 수도 있으니,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원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필요적 공범 자체는 아

닐 것이다. 행위가 한 개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나. 부작위 공동정범

① 서설

인과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조종에 본질이 있는 작위와 달리 부작

위는 가능하고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본질이 있다는 점

에서 부작위범만으로 구성되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여기에 대하여 학설은 다투고 있다.507) 지금까지 부작위 상호간의 공

동정범에 관하여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이지만,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상세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수의 행위가 전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것이 전체로서 각각의 공동정범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공동’의 실체라고 할 수 

507) 이용식, 주 134)의 글, 1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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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508)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부작위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에, 

부작위 공동정범 긍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부작위 공동정범의 가능성

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수의 부작위를 전체로서 평가의 대상으

로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논증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정범이 전체범죄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면, 그 성립에는 복수의 보증인이 결과방지를 위하여 가지는 역할이 동

등하다고 평가될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부작

위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가능성은 부정될 수 없다.509) 합동범의 본

질상 현재 공모공동정범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듯하고, 가중적 공동

정범설도 거의 지지자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한편, 해석학적 현장설과 

공동실행행위적 현장설은 현재 중점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학설은 역

시 현장설과 현장적 공동정범설일 것이다.510) 현장설도 2인 이상의 현장

에서의 ‘공동정범적’ 협력을 합동범의 본질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

다.511)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의사들에 

대해서는 현장설에 따른 합동범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동성은 

기본적으로 현장성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공동하는 것이다. 공동정범이 

꼭 현장에 갈 필요는 없으나, 가령 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 및 성

폭법에서의 합동강간에서는, 합동범에서는 모든 사람이 현장에 가야 하

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위험성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처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의 보증인지위만을 강조하지 

말고, 의사들의 의사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인지위 또한 되새긴다면 의

사들을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살인방조죄의 작

위범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논리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12)

부작위범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하는 사례에서는 각 행위

자들에게 정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인정되는 정범의 형태를 

508) 앞의 글, 196-198면.

509) 앞의 글, 196-198면.

510) 강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0, 

82면

511) 문채규, “합동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24-25면.

512) 박용철, 주 442)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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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즉 각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정범성이 긍정되어 단독정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정범의 성립요건

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513) 그러므로 부작위범의 영역에서 단일정범개념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복수 보증인의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514)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는 작위와 달리 공모는 불필요하다. 부

작위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모나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모가 있으면515) 작위로 변이되는 것이다. 공모가 없

어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작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를 야기한 작위의무위반은 그 자체로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완전한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범해질 수

가 없다는 견해516)가 있는데 이 입장에 따르게 되면 복수의 보증인이 다

들 결과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독정범 동시범에 불과하

게 된다. 즉,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

로서 이는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작위범은 단일정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범에서 단일정범개념을 

취한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

며, 부작위범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하는 사례에서는 각 부

작위 행위자들에게 정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인정되는 정범

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각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정범성이 긍정

되어 단독정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정범의 성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517) 이창섭 교수는 부작위라는 행위의 특성 때문에 부작위범 사

이의 공동정범의 성립문제는 마땅히 작위범의 경우와는 다르게 파악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작위범에서 인정되는 정범성 표지를 부작위범에서는 

513) 류부곤, 주 283)의 글, 151면 참조.

514) 이용식, 주 134)의 글, 171면.

515) 공모가 있으면 작위가 된다는 것은 본고의 형식적 공동정범 개념을 설명하

는 부분 및 상응성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이미 필자의 견해를 언급한 바 있

다.

516) 이정원, 주 317)의 글, 346면.

517) 류부곤, 주 283)의 글,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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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특히 의무범이론

이나 단일정범개념의 관점에서 부작위범을 바라보는 견해들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518) 이 견해는 결국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소수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은 

있으나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는 다소 불분명하다.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보증인 의무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비로소 부작위 공동정범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성립요건

A. 객관적 성립요건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다수의 작위의무자들 사이에 서로 부작위를 합의

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는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부작위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거동이 없는 관

계로 작위범에 적용되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519)

B. 주관적 성립요건

형법에서만큼 주관적 범죄표지가 핵심적인 법률효과의 실마리로서 작용

하는 법학분야는 없어 보이기에, “개인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형벌의 선고를 위해서는 주관적 전제조건의 조사가 필

518) 이창섭, 주 238)의 글, 138면, 또한 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과의 협력에 의

한 결과방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한다.

519) 권노을, 주 182)의 글, 289면 : 공중위생관리법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에서 공통의 의무가 있고, 공통으로 실행이 가능할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부작위범들 사이의 공동정범을 인

정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경

우 구성요건에서는 작위의무자를 정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며, 공모공동정범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여지도 있

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의 근거 법률인 형법 제18조에서도 작위의무를 요구하

고 있으므로, 적어도 부작위범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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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520)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거동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부작

위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공통된 작위의무는 신분 관계

나 직업, 계약 등 동일한 발생원인에 근거한 구조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묵시적,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가 있지만521) 부작위범에 있어

서도 작위범에서처럼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연락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공모는 불필요하

다. 부작위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모나 의사 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는 

작위범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도 공모가 과

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과실범

에서는 공모가 있을 수 없다. 과실범은 의무범도 아니다. 가령 과실범에

도 주의의무위반이 전제되지만 과실범을 의무범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

범에서의 의무위반은 모든 의무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Instituti

on)와 관련된 의무 위반을 말한다. Jakobs 교수도 제도와 관련된 의무위

반만 의무범과 관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보호의무위반 등의 각종 

의무위반이라든지 과실범의 의무위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논의의 전제와 법조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양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이다.

과실에 의해서도 교사 또는 방조가 가능한가? 과실방조의 경우 과실로 

칼을 갖다 주었는데, 그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 과실

로 칼을 갖다 준 사람은 과실방조범이 되겠는가. 과실방조범은 없기에 

그대로 불가벌이 된다. 교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범이 잘못 알아듣고 

피해자를 죽였다면 과실 교사범은 과실범의 정범이 된다. 과실범의 간접

정범도 아닌 것이다.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없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

에 대해서는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다. 판례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부정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만은 부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학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설과 긍정설이 

520) 김정환, “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0년 2월, 189-190면.

521) 권노을, 주 182)의 글, 289-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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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는 근본적 이유는 관점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 공모라는 개념을 전

제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인가를 논한다면 과실범에는 공모가 

없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과실

범을 우선적 전제로 한 뒤 그 뒤 과실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을 상정한

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긍정설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는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Hegemonie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거동행위가 없으므로,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할 것이 요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모가 없어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작위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참고로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결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고, 과실범에 교사�방조도 있을 수 없다.522)

다. 적용범위

케어코리아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부작위범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즉,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지

만, 부진정부작위범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판례도 

진정부작위인 경우와 부진정부작위인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① 제33조와 부작위범 공동정범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공동정

범이 되는 것인가? 제33조523)에는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같이 

하면 둘 다 공동정범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공

동정범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과연 신고의무, 작

위의무 있는 자와 작위의무 없는 자가 공동으로 하면 부작위의 공동정범

이 되는가? 예컨대 제33조 부분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가 같이 뇌

522) 신동운, 新판례백선 형법총론, 제2판, 파주: 경세원, 2011, 607면.

523)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

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

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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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받으면 공무원은 뇌물죄가 된다. 그러면 공무원의 처 또는 공무원의 

친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신분이 없

는 자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케어코리아 사건에서도 신고의무라는 신분을 가진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동으로 했으면 둘 다 공동정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자, 작위의무가 있는 자와 작위의무가 없는 자가 있으면 신고의무 있는 

자는 부작위범의 정범이 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 없는 사람은 부작위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위의무가 없어서 부작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사가 실장들까지 지사장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공소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실장들에게는 의무가 없어서 당연히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다. 작위의무 없는 자와 작위의무 있는 자는 

공동의 작위의무가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작위의무가 공동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은 작위의무 있고 한 사람은 작

위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공동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524) 작위의무가 둘 

다에게 있고 공동으로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작위의무 없는 자는 

당연히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작위의무가 둘 다에게 있고 그것

을 또 공동으로 해야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다. 

② 진정부작위공동정범 성립요건의 부진정부작위범에 적용

신분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기에 제3

3조는 신분이라는 특별한 주체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도 신분범의 범죄

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한, 신분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한다.525) 하지만 부작위범에서까지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 하면 부작위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부작위범에서는 비신분자에게 제3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24) 의무의 공동은 아니지만 행위의 공동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봄직

하다.

525) 김성돈,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형사판례연구 [26], 박영

사, 2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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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 특별한 의무가 지워진 신분범과 그러한 의무가 없는 비신분

범을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526) 따라서 제33조 본문이 부작위범에 적용이 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작위의무가 없으면 형법 부작위 영역에 포함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작위에서 작위의무가 없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형법의 검토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동정범과도 

연계할 수 없다.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범을 제33조와 연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3조는 작위범 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인가? 제33조는 부작위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부작위

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 있는 자와 작위의무 없는 자가 공동으로 제33조

의 공동정범을 범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A. 적용긍정설

케어코리아 사건에서 요건 설시는 했는데, 본건은 정확히 보면 진정신

분범에 관한, 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것이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규정

이 있으니 진정부작위범이다. 신고하라고 한 명령규범(요구규범)이 있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이다. 진정신분범에 관해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요

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진정신분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은 

대체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

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공통의 의무와 공통의 이행을 부작

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 요건이 진정부

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

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보증인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

이며, 따라서 작위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가능성이 문제되므로, 이 요건

은 부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인다.527)

526) 이흔재⋅황태윤,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2016년 11월,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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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판례가 부작위범에 작위의 형태로 가담하는 경우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자를 공범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위

의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이 가담하는 범죄는 

부작위이지만 공범 자신은 작위범이므로 공범에게는 작위의무가 요구되

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가담하는 범죄가 신분범인 

이상 공범에게도 신분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문제는 제33조에 의해 해결된다는 입장528)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부작위범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케어코리아 사건에서 문제된 진정부작위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진정부

작위범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설시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그대로 적용

된다529)고 보는 입장도 있다.

B. 적용부정설

예를 들어 케어코리아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들에게 당해 법이 요구하는 

신고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서, 즉 의무의 존재조차 인정되지 않아

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만약 신고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의무(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

러한 의무는 피고인들 모두가 협력하고 조력하여야 이행이 가능한 의무

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부작위범인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범은 단일행위자의 일신전속적인 

의무불이행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므로 행위의 기능적 분담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기 곤란하고, 현행 형법에는 ‘공동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

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극복해야 할 이론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530)

③ 소결

527) 이창섭, 주 238)의 글, 138면.

528) 김태명, 주 220)의 글, 82면.

529) 신동운, 주 522)의 책, 603면.

530) 류부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

회, 박영사, 2018,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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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에게도 신분이 있지 않으면 제33조 적

용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케어코리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판례도 부작위 정범과 공범 구별문제에 있어 제33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한국도 부작위 정범과 공범 구별 문제를 제33조로 다룬 적

이 없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관여한다고 하여 신분자에게만 일신전속적

으로 존재하는 신분이 연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분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비신분자에게 연대적으로 작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서 죄책을 진다는 이론구성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531)

④ 일반적인 부작위 공동정범 판단표지

지금까지 국내의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 언급되는 척도와 

내용을 요약하자면, ①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② 

공동의(부작위)실행의사, 공동의 범행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공동으로 

부작위 또는 의무위반을 해야 한다, ④ 공동의 의무를 공동으로만 이행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공동정범의 기능적 지배, 즉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등

이다. 정리하자면 작위범의 정범 ･ 공동정범표지인 범행(행위)지배와 부

작위범의 의무위반(침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범 ･ 공동정범이 성

립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한다.532)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의 입장

인 것이다. 이 견해는 부작위범의 배타적 단일정범설 혹은 절대적 단일

정범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복수의 보증인이 의사연락 하에 결

과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독정범, 동시범에 불과하게 되

고,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이는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작위범은 단일정범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정원 교수도 결과를 야기한 작위의무위반은 그 자체로서 발생된 결과

에 대한 완전한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공동정범의 형태

531) 천진호, “‘공범과 신분’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

권, 한국형사법학회, 2004, 314면.

532) 김성룡, 주 301)의 글,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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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범해질 수가 없다고 하며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다.533) 김동률 교수와 류부곤 교수도 부작위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행위

자는 의무위반적 부작위를 오직 스스로만 행할 수 있으며, 작위의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534) 그러나 이에 대해 가사 부작위범

에서 단일정범개념을 취한다고 하여도 논리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535) 허황 박사도 부작위 공동정

범을 긍정하면서 작위의무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설

득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세월호 사건 대법원 소수의견에서 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면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

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

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데’라고 하며 케어코리아 판결을 참

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부작위범에서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공동정

범 성립요건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36)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공통으로 이행한다는 게 공동으로 이행한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공통이 아마 공동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은 든다.

세월호 사건 소수의견에서는 부작위범 공동정범 판단기준으로, 한편으

로 사태를 ‘공동으로 지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의무

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소수의견의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서 대법관들은 부진정부작위범이나 진정부작위범을 불문하고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듯하다.537)  

사실 공동정범의 개념은 원래 작위를 전제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부

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법은 작위범에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533) 이정원, 주 317)의 글, 346면.

534) 류부곤, 주 283)의 글, 140면.

535) 이용식, 주 134)의 글, 171면.

53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537) 김성룡, 주 301)의 글, 241-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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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작위에서도 이러한 작위범

에서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긴 한데, 부작위에서는 

정신적 공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를 침해하는 물리적 공동 혹은 신

체적 공동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형법상 공동정범 개념을 인

정하려면 현실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행위의 소극적 공동의 경우에도 작위 공동의 경우와 동가치로 평

가될 수 있어야 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작위에서 정신적 공동

이 아닌 물리적·신체적 공동을 요구한다면, 부작위에서 작위를 요구하

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를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앞서 나온 보라매병원 판례와 관련하여 보면, 모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위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2심부터는 작위범으

로 바뀌었다. 하지만 부작위 공동정범에는 모의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세월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세월호 판례에서도 선장과 선원들 간에 승

객들을 구조하지 말자는 모의가 없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세월호 

판례에서도 부작위 공동정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6) 공동정범과 동시범

수인의 보증인 간에 공동의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

면 이는 공동정범이 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상호 간에 적법한 행위

를 하리라는 신뢰가 깨어졌고, 다른 한편 더 나아가 각자의 행위는 하나

의 전체 행위로 묶이게 되어 이제 행위에 대한 개별적 고찰은 의미가 없

다. 따라서 각자가 혼자서 구조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

기 때문에 동시범이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때, 

그 단체결정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부작위의 다중적 인과관계의 사안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의 중첩적 인과관계의 사안

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문제 된다.538)

가령 수영장에서 구조요원 4명이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아이가 익사하

는 것을 방관한 경우, 그 4명의 구조요원은 모두 구조를 게을리한 것이 

538) 허황, 주 85)의 글,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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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만 이것을 공동으로 게을리한 것이라고까지 확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상요원 각자에게 구조를 게을리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 각자는 자신의 부작위의 정범 즉 부작위의 동시범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증인의무가 있다면 즉, ‘혼자 

결과를 피해야 할 의무’가 각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한 개의 공동의 

의무'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 즉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이라는 것

이다. 보증인 중 한 명이라도 의무를 다 하면 아이는 살 수 있기 때문이

다.539) 각 보증인에게 ‘한 개의 공동으로 결과를 피해야 할 의무'는 문

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부작위 공

동정범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기는 할 것이다. 부작위 공동

정범을 인정하려면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장과 선원들을 공동정

범으로 의율하려면 선원들에게도 살인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선원들

에게 살인죄 고의가 없었으면 공동정범으로 갈 수는 없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 논의를 위해 선원들에게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부작위 공동정범에 관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선

원들에게는 방조의 고의 정도만 있다고 생각된다. 선원들로서도 퇴선명

령을 내리지 않을 시에는 결과적으로 선장의 부작위에 방조한다는 정도

의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진다.

가. 보증인 간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사건이 수인의 보증인에 의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부작위가 아

니라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는데,540) 이

러한 경우에 공동으로만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의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예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안과 밖의 이중의 문에 의해 

감금이 된 상황에서 A와 B가 각각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둘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만 피해자를 구할 수 있

고 각자는 연속해서 문의 잠금장치를 열어야 한다. 이 경우 A와 B가 공

539) Friedrich Dencker, Kausalität und Gessamttat, 1996, S.168ff

540) 허황, 주 85)의 글, 297-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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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공모가 없어도 공동정범이 인

정될 수 있다. 다만 B는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A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의무이행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사실의 주장만으로 충분하

지 않고 A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한다.541)

세월호 사건이 선장과 선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 가령 선

장이 부작위를 한 뒤, 선원들도 부작위를 했다면- 승계적 공동정범(sukz

essive Mittäterschaft)성을 고려해 봄직하다. 승계적 공동정범성이 부정된

다면 승계적 종범은 되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범이 일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난 뒤에 방조행위를 한 경우 그 종범

의 처벌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542)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승계적 공동정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행위자의 기수 후에도 선행행위자와 후행가담자의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며, 물론 후행가담자의 책임범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태

도를 밝히고 있지는 않기는 하나 공동정범의 공동가담의 의사형성시기를 

사전모의에 국한시키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한, 선행행위자가 구성요건

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문제는 없다.543)

선원들이 선장에 비해 가담의 시기가 늦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후행가담

자인 선원들은 책임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선원들에게는 가담 이후

의 행위에 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장이 

행한 결과에 대하여 선원들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고, 공동의 의

사결의가 사후적인 양해를 통해 대체될 성질의 것도 아니며, 만약 선장

의 행위부분에 대해서도 선원들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면 실제로 사후고

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소극설

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선원들이 승계한 것이 없기때문에 승계적 공동정

범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장의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후

에는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러한 경우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원들이 선장의 실

541) 앞의 글, 298면.

542) 조기영, “승계적 종범”,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2007, 181-182면.

543) 김성돈, 주 47)의 책, 614-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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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위 도중에 개입한 경우라면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고, 선원들도 여전히 실행행위를 한 것이다. 결과가 발생하기 전이

라면 선원들의 행위를 여전히 의미 있는 실행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라면 선원들의 행위에 사태지배도 인정될 수 있고, 사후고의가 인

정되는 결과도 아니며,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애초에 세월호 사건은 승계적 공동정범 사안도 아니고 실질적 공동정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이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정범이라는 견해가 있어서 그에 대한 구조적 서술을 하였을 뿐이다.  

세월호 1심에서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 선원일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비

상상황임이 명백한 때에는 선장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선원으로서 

비상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기에, 따라서 

선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유기치사죄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고 

하여 선장과 선원들을 유기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었다.544) 제1심법

원은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 유기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하

였다.545)

반면에 의무범론보다는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 형법 교과서 차원에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는 기껏 자신들의 자식을 함께 살해한 부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수준에 머물지만,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 법인

과 같은 조직이 부작위 행위를 공동으로 조직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

회적 파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546)

54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545)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2014고합384(병합) 판결

546) 류부곤, 주 283)의 글, 139-140면,“대기업들이 환경보호라든지 소비자보호

를 위한 법적 의무를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해 부작위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적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결과를 귀책시킬 대상을 찾는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주체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이

론구성을 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안정빈, 주 548)

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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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정범으로 법인처벌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법

인과 개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는 법

인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는지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부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정범은 개인과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국한

된다는 인식이 파다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함께 공동정범

으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

은 구호조치를 불이행한 선장 및 선원들과 선사의 과적 및 부실 고박, 

부실 점검, 교육미실시, 운항관리자의 감독 과실,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비록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때 검찰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선사의 과정 

및 부실 고박, 부실 점검, 교육미실시, 운항관리자의 감독 과실에 대해 

법인인 청해진해운을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자연인인 선장 및 

선원들과 함께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인형사처벌체계가 되어야 한다

고 본다. 

업무주의 법정형을 자연인 행위자에 종속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추세

에도 반하는 것이고 기업 등 법인의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에도 

적합하지 않다. 비난과 억지라는 형벌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수형주체의 경제적 능력이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해규모 등이 양형에 반

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주와 행위자의 법정형이 분리되어야 

한다.547)

우리 법제상으로는 법인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

점에서는 이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1심에서 법인인 청해진해운에게 선고

된 1천만원이라는 벌금은 승객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

라 과실 선박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조로 부과됐고, 이렇게 된 이유는 검

찰에서 법인인 청해진해운을 승객 사망에 대한 혐의로 공소제기하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형소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인은 승객 

사망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548) 세월호 2심에서도 광주고법은 법인

547) 김재봉,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한국법

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3호, 2012년 9월, 9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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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해진해운에 벌금 1천만원을 부여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항소

를 기각하며 법인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사처벌이 종결되었다.549) 결국 

법인은 제주 인천간 노선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을 못하게 되

는 선에서 법인의 해상노선운항이 사실상 종료됐다. 필자는 기존 논

문550)에서 법인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법인 자체의 존속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법인에게 심어주어야 법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

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후 실제로 

법인인 청해진해운에게 10억 원 수준을 넘어선 723억 원의 배상책임이 

부과됐다. 723억 정도의 배상책임이 부과된다면, 굳이 법인형사처벌을 

548) 안정빈,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년 2월, 4면.

549)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550) 안정빈, 주 548)의 글, 125-126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법인인 청해진

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만약 청해진해운이 과태료로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면 과연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이 강

하게 자리 잡을 것인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10억 원의 과태

료를 납부한 뒤 10억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또 과적행위를 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

장은 없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기업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

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을 해산시켜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테니 자연인에 

해당하는 전과의 누범처럼 기업도 기업 형벌이 수 회 누적되면 기업을 종국

적으로 해산시키는 절차로 나아가는 것 또한 고려해 봄 직하다. 현대사회에

서 기업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문어발식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많은 분야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단지 대표자 몇 명을 처벌

하는 선에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법인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의의무를 태

만히 하는 것을 결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표 몇 명이 처벌을 

받고 법인은 크게 형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법인과 대표가 짜고 대

표자가 처벌을 받고 뒷돈을 크게 받는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법인 자체의 존속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

각심을 법인에게 심어줘야 법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을 것이다. 법

인의 영속성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 폭스

바겐의 대기오염 조작 사건이나 옥시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보면 현대사회

에 있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법의 살인죄나 

상해죄라기보다는 식품위생, 산업안전 혹은 교통, 환경 등에 보다 관련된 것

이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의 종류도 달라졌고 이러한 범죄는 개인에 

의해서 자행된다기보다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측면이 다분해

졌으며 우연히 자행됐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자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법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없이는 쉽

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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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민사배상책임을 지우거나 행정법상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

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슈화되지 않은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대체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

도 분명 있을 것이어서, 법인형사처벌 인정에 대한 도그마틱적 연구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무용(無用)한지는 미지수이다.  

민사 1심 재판부는 법인인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

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

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인인 청해진해운과 해경 정장에게 배상책임

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

로 법인인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했다. 사

실 법인과 자연인을 함께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우선 형법 제

33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자만이 범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과 유사한 구

조를 가지고 있으나, 작위의무는 작위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실

화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특성이나 상태와 관련된 신분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제33조가 적용된

다고 볼 경우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작위의무자와 동일한 법적의

무를 부과하거나 작위의무자의 행동을 촉구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작위의무 없는 사람의 부작위는 방조범이 되지도 않

고, 다만 부작위범에 대한 별도의 조력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551)

IV.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유형

1. 서설

우선 부작위 공범의 3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세 가지 유형으로, ①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551) 권노을, 주 182)의 글,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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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② 부작위범에 작위로 가담했을 때 ③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 또는 부작위 

상호간 유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작위-부작위’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동가치성기준설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건의 중심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부작위 정범이 되고, 주변형상에 머물러 방조범이라고 

평가될 때에는 부작위 방조범으로 구분할 것이다.552) ‘부작위-부작위’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작위범이 없으니, 부작위자들 간에 중심형상

에 머무는지 주변형상에 머무는지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태지배라는 

단어는 중심형상에 머무는 부작위자를 의미한다. 선장, 부모 같은 보증

인이 중심형상에 머무는 부작위 보증인이다. 여기서의 중심형상은 중심 

행위형상(Tatbild)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기존에 ‘부작위-부작위’ 형태의 개념이 적을 때에는 ‘작위-부작위’

가 대부분의 부작위 사례였다. 이때에는 기존에는 행위지배로 검토해서 

작위에 행위지배가 있고, 부작위범에게는 행위지배가 없으니 작위자가 

정범이고 부작위자는 방조범으로 간다는 도식적인 해결책이 제시됐었다. 

그래서 부작위자는 대부분 방조범553) 이라는 결론도 도출이 됐었다. 실

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총괄팀장이 포털사이트 콘텐츠 삭제를 

하지 않은 판례554)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방

조범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는 판례

의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555) 독일에서는 부작위범이 

종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고 부작위자는 정범으로 처벌되는데, 한국

은 반대로 부작위자는 거의 방조로 처벌되는 도식적 구조형태를 보였다. 

그런데, ‘부작위-부작위’ 형태에서 행위지배라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552) 이용식, 주 102)의 글, 289면.

553)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는 견해로 

     이승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

영사, 2018 참조.

55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555) 이승준, 주 553)의 글,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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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 보건대, ‘작위-부작위’ 형태에서도 행위지배로 해결하면 안 될 

것이다. ‘작위-부작위’에서도 부작위범에게는 행위지배유무를 적용했

었어야 할 게 아니었다. 그 경우에도 부작위범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

했어야 했을 것이다. 의무범에서는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

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라는 전제 하에, ‘작위-부작위’ 형태에서의 

부작위 가담자는 의무로 따져서 정범인지 공범인지를 구별했어야 한다. 

‘부작위-부작위’유형의 경우에는 부작위자들만 경합하고 있으니 행위

지배는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은가?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는 행위

지배가 없으니 의무로 따지는데, ‘작위-부작위’ 유형에서의 부작위자

에게는 행위지배 유무를 물어 정범과 공범을 따진다는 견해는 모순적이

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우리 판례는 사태지배라는 말을 써오고 있는데, 부

작위범의 선행행위시가 아니라 부작위범이 정말 부작위를 할 때, 즉 구

조행위시의 상황을 따져야 할 것이다. Schünemann 교수가 얘기하는 것

처럼 원인지배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Schünemann 교수든 우리 

대법원이든 원인지배·사태지배라고 말을 바꾸고는 있지만 이는 행위지

배라는 말을 부작위 상황에서 쓸 수 없으니까 자꾸 원인지배라느니 혹은 

사태지배라느니 그런 단어로 치환해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약간의 지배범적 성격이 없다

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지배범적 성격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굳이 사

태지배니 원인지배니 하는 지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사태원인지배로 치환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행위지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애매성에 관하여, Cesare Beccaria는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 나쁜 것이

라면, 그러한 해석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불명확성(obscurity) 역시 또

다른 악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 구민은 자신의 재산과 자유

에 관해 취해야 할 태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법률

의 해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임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556)

예를 들어 A라는 부작위범이 사태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A라는 부작위

556) Cesare Beccaria/이수성�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제2판 제3쇄, 서울: 지산

사, 2003,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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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사태의 중심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사태의 중심형상

에 머무른다면 부작위 정범이고 사태의 주변형상에 머무르면 부작위 종

범이다. 사태지배가 행위지배는 아니다.

가령 보증인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살인범에게 (작위로) 권총을 건네주

어 딸을 살해하게 한다면 이 아버지는 작위 정범인가 작위 방조범인가. 

작위 정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위 가담의 경우 보증인의무가 있으면 

행위지배가 없더라도 작위 정범이 된다. 의무범이란 그러한 측면이 있

다. 보증인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살인범이 딸을 살해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부작위 정범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작위 방조를 할 경우에는 작위 정범이 된다. 작위로 방조를 했는데 

작위 방조범이 아닌 작위 정범이 되는 것이다. 부작위 방조를 하더라도 

작위 정범이 되고 작위 방조를 하더라도 작위 정범이 된다. 살인범에게 

총을 건네주는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야 할 보증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

작위 정범임과 동시에 총을 건네줬으니 작위 방조범까지도 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굳이 치환하자면 1.5배 정범 정도 되는 것이다.557) 그런데 총

을 건네주는 것은 방조행위이니 살인죄의 방조범이라고 평가하는 행위지

배설에 따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위지배설의 

한계가 시작되고, 의무범 이론이 긍정되어야 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정

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이 마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범일 경우 의

무자는 작위 방조를 하든 부작위를 하든 정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은 실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

재에서 제263조 상해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는 것이 사실상 5인 위헌의

견으로 가까스로 위헌을 피해갔다.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곧 이론적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류는 때로는 창조의 산물이 되기도 한

다.5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늘 오묘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557) 이에 대해 김일수�서보학 교수는 부진정부작위범을 형법각칙상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2배나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김일수�서보학, 주 

49)의 책, 352면.

558) 강성용, “인도이야기 - 인도의 고전: 우파니샤드, ‘내 안으로 우주가 들

어오다’”,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 인문학 세미나 지혜의 향연 강연, 

2016년 6월, Youtube 강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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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늘 기존의 오류가 진리가 되고 기존의 진리가 오류가 되는 경계선이

다. 도그마틱이란 대체로 이러한 오류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오류가 되

는 그 경계를 촉발하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한다. 

오늘날 실무형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종래와는 다른, 판례습득 중심의 

형법 학습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나 형법교육의 초점은 판례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도 맞춰져야 할 것이

며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이론교육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형법학에 주어진 더 커진 과제는 더 정교한 논증을 

위한 더 정치한 이론의 구축이다.559) 또한 도그마틱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법에 있어서의 충실한 이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행위지배설에서는 행위의 크기를 중시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다면, 

의무범은 관계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증인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살인범에게 (작위로) 권총을 건네주어 딸을 살해하게 하는 사

례에서 아버지가 정범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 – 즉 보증인

과 피해자의 관계 –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살인범에게 총을 건

네주는 행위 자체의 행위지배의 크기만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작위 방조

범이 되어야 하지만, 아버지라는 보증인으로서의 딸에 대한 ‘관계’를 

중시한다면, 아버지는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일정범설의 난점은, 작위 방조는 필연적으로 부작위를 동반하는데 부작

위방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작위 정범 논리가 된다는 데 있지 않은가 생

각된다.

부작위 상호간의 범죄 상황에서 부작위 정범자가 사태지배를 할 수 없

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때에는 부작위 가담자는 1

차적 의무자가 아닌 2차적 의무자로 남아있다. 이렇게 부작위 가담자들

이 2차적 의무자로 남아 있을 때, 만약 부작위 가담자들에게도 범죄 피

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부작위 가담자들

은 부작위 정범자의 부작위 정범에 가담한 부작위 살인죄 방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작위 가담자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볼 경우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독일에서는 의무

559)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머리말 i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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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Pflichtdelikt)을 구성요건에 앞서 존재하는 전형법적 특별의무560)(Sond

erpflicht)를 침해할 수 있는 자만이 정범으로 구성될 수 있는 범죄를 일

컫는다. 여기에는 배임죄나 업무상 비밀누설, 유기죄, 공무원의 직무유기

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부진정부작위범도 의무범에 포함

시키는 견해도 있다.561)  

사실 횡령, 배임562), 위증죄563), 수뢰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보고, 유기

죄나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따로 떼어서 특별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인 의

무범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Roxin은 법익침해 유무에 따라서 자수범을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으로 구별하고, 의무범을 부진정자수범으로 

본다.564)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죄가 진정자수범인데 독일에서는 

위증죄를 부진정자수범으로 보기에, 독일에서는 위증죄를 의무범이라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죄를 의무범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는 부진정자수범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뢰죄는 신분자가 아니면 범할 수 없는데, 수뢰죄의 교사범은 또 성립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일정범체계에 의하면, 신분 없는 자도 수뢰죄의 

정범이 되고, 신분 있는 자도 수뢰죄의 정범이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분범의 형해화가 되게 될 것이다. 단일정범체계는 신분범

의 형해화가 되는 단점이 있기에 채택하는 데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재상 교수는 자수범의 경우에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560)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부과된 의무를 

말한다.

561) 신동운, 김일수�서보학, 손동권 교수가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562)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가

담한 경우 횡령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리하게 된다.(이용식, 주 192)의 

책, 64면.)

563) 위증죄는 신분범이기도 하고 자수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위증죄

와 제33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논의한다.

    참고로 Roxin은 자수범을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으로 나누면서, 의무범

은 부진정자수범이라고 설명한다. 위증죄나 도주죄 같이 고도로 일신전속적 

의무위배행위를 처벌하는 의무범이 자수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중 행위

자형법적 범죄와 법익침해없는 행위관련적 범죄의 경우만을 진정자수범이라 

할 수 있다.(임웅, 주 95)의 책, 456면)

56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466면 이하.

    부진정자수범은 법익침해가 있는 범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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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돈 교수는 부작위도 사안에 따라서는 작위처럼 불법을 손수 실

행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565) 다만 법률의 문헌에 의하면 

어느 구성요건을 자수범으로서 실현하는 자는 예외 없이 정범이 될 것이

다.566) 참고로 자수범 또는 신분범은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서설

작위행위자의 범행에 대한 부작위를 통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을 

위해서는 범행 내지 그 범행지배에 대한 부작위자의 내심의 자세가 중요

하다. 부작위자의 내심의 자세가 특히 범행결과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

람의 범행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행위자의사의 표현이라면 공동정범성이 

명백하다. 부작위자가 작위자의 의사에 종속되려고 하였다면 이것은 단

순히 방조로서 관여한 것이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작위자 외에 사건의 

지배자인 경우에는 부작위자의 공동정범성이 고려된다.567)

행위지배 기준에서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려는 견해에서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에, 부작위자에게 현실적 행위지배가 없

다는 입장을 취한다. 행위지배기준설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에게는 잠재적

으로 행위지배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보증인 지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작위자에게 잠재적 행위지배는 있다는 것까지 인

정하는 것일까? 현실적 행위지배는 없지만, 잠재적 행위지배는 있다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보증인지위는 잠재적으로 행위지배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 행위지배가 없다면서 잠재적 행위지배는 있다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작위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면

서 행위지배가 있다고 하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부진정부작위범 판례에

서 사태지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태지배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말

하는 것이지 부작위자가 사태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de facto)을 말하

565) 이상돈, 주 96)의 책, 184면.

566) Claus Roxin, LK StGB, 11. Aufl., 1993, §25 Rand-Nr. 47.

567) BGH, Urteil vom 12. 2. 2009 – 4 StR 488/08(박희영, 부작위범에서 공동정

범과 방조범의 구분 - Abgrenzung von Mittäterschaft und beihilfe beim 

unterlassungsdelikt -,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8년 7월,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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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선장이 사태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지 선장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작위라서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사태

를 지배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사태지배라는 것은 지배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위지배(Handlungsherrschaf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 Schünemann 교수는 사태원인지배라고 보는 것이고, 결과

발생의 원인을 지배했으니 결과발생의 원인을 지배했던 자가 간섭(interf

ere)을 해서라도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간섭설568)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사태자체를 부작위자가 지배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S

chünemann 교수는 부작위범에서도 지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해서 

이 정도로 절충해서 사태원인지배라는 어휘로 묘사를 하는 것이다. Schü

nemann 교수는 신분범을 Garantensonderdelikt라고 부른다.

반면에 Roxin은 아예 지배라는 건 부작위범에서나 의무범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569) Roxin은 Sonderdelikt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Pflichtdelik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분범을 S

onderdelikt라고 본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다

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 기존의 의무범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

만 - 필자의 견해로는 Roxin의 의견이 Schünemann 교수의 의견보다는 

좀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L. Greco교수는 Roxin보다는 Schünemann 교

수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같게 판단한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설이다.570) 부작

위 인과관계 개념과 작위범에서 인과관계 개념이 다르다. 작위범에서 행

위지배 개념과 부작위 행위지배 개념이 다르다. 부작위와 작위가 동시에 

있으면, 작위에 행위지배가 있다는 행위지배설의 입장에 의하면, 왜 부

작위는 방조가 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작위

범이 행위지배 한다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작위 정범에 부작위에 

568) Buri, Über die Begehung der Verbrechen durch Unterlassen, GerS 21, 

1869, S.196ff

569) 왜냐하면 Roxin 교수는 행위지배를 구성요건적 행위의 실행에 기초한 지배

로 보며 어떠한 예외(Ausnahme)도 인정하지 않는다.(Claus Roxin, LK StGB, 

11. Aufl., 1993, §25 Rand-Nr. 49.)

570) 오영근, 주 59)의 책, 175-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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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가담했을 때, 이 부작위에 의한 가담이 정범이냐 공범이냐 하는 

문제가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유형

이다. 유형 검토에 앞서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2) 부작위 공동정범성 검토

김일수 교수나 이재상 교수는 부작위범이 작위범의 범죄에 관여한 경우

에는 부작위범에게 행위지배가 없다는 이유로 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방조범의 성립만을 인정하지만, 원형식 교수는 의무범의 경우, 즉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을 방치한 때에는 

정범이 성립하며, 보호의무 있는 자와 작위범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

는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571)  

(3) 사례의 검토

[사례 1]

甲이 아버지이고 지금 甲의 아이가 수영을 할 줄 몰라, 수영장 물에 빠

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甲이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위 사례가 작위 정범에 부작위에 의해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甲

은 지금 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 甲은 당연히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고 보아야 할까? 

[사례 2]

강도살인범 乙이 甲의 아이를 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구조하

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 甲은 지금 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乙이 甲의 아들을 상대로 강도를 하고 있거나, 살인을 하고 있다면, 乙

은 작위 정범이 된다. 甲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

571) 원형식, 주 86)의 책,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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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작위이다. 乙은 살인죄의 작위 정범이다. 乙은 실행지배를 하고 있

고 이때 甲은 가만히 이 광경을 보고만 있다면 보증인인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보증인 자신이 직접 죽인 것과 같은 메카니

즘에 가깝지 단지 작위 정범을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렇다면 甲은 乙과 공동정범이 되는가 아니면 각각 정범이 되는가. 

甲과 乙에게 상호적인 의사연락이 있다면 범행결의라고 할 수 있을까? 

범행결의는 의사연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의사연락은 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은 없다. 눈빛만 교환해서 실행하더라도 상관이 없

다. 물론 상호 의사연락이 있다고 하려면 상대방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상세하게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어느 정도로는 알

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편면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연락은 공모에 들어가

지 않게 된다. A는 B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B는 A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편면적인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편면적 방조만 

가능할 것이다. 일방적 의사연락은 공모라고 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강도가 아이를 살해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다면 강도범과 부모는 부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작위 단일정범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부작위 방조시 방조범의 고의

는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포함하지만, 정범은 방조범의 

방조행위를 인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이른바 편면적 방조범도 가능하다고 

하며 예컨대 절도범의 애인이 몰래 일방적으로 망을 보아주는 행위도 정

범의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한다.572) 부작위 단일정범설 또는 의무

범적 관점에서 부작위는 무조건 정범이 된다는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부작위로 해도 방조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작위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무조건 불

처벌로 가는 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부작위 방조로 처벌할 수 있

는데, 처벌하지 않거나 부작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해하기가 쉽지 않다. 단일정범표지설은 부작위범에서 적용될 수 없는 이

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돈 교수는 부작위범 행위양태의 동

572) 이정원, 주 306)의 책,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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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성을 설명하면서 보증인의무를 정범의 의무와 종범의 의무로 차등화

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573) 작

위의무를 보증인의무와 감독의무로 나눈 후 다시 작위에 의한 정범 또는 

공범과의 동가치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는574)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 동가치성기준설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된

다. 이는 본고에서 ‘작위-부작위’ 학설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유사하

다. 진정부작위범에서는 동가치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부진정부

작위범에서만 발생하며, 제18조를 통해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되는데 

부작위가 작위행위와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575) 국가적 명령의 효력은 

금지규범 – 가령 형법, 경찰법 등의 법규를 통해 - 을 통해서 효과적으

로 기능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576) 참고로, 

공동정범에서는 일방적으로 같이 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편면적 

종범은 긍정이 돼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편면적 공동정

범의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정범이 될 수밖에 없다. 각자가 동시범이다. 

다시 말하면, 직접정범이 되거나 방조범이 될 수는 있어도 편면적 공동

정범은 될 수가 없다. 둘 다 단독정범이 우연히 경합한 직접정범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동시범인지 방조범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동시범은 정범이고 방조범은 공범이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의해

서 편면적 종범은 공동정범은 아닌 것이다. 동시범 직접정범이 되거나 

독립적으로 도와주는 편면적 방조범 중 하나가 된다. 정범인지 방조범인

지의 구별을 하려면,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로 구별하는 정범과 공범의 

일반적 구별기준으로 돌아가서 직접정범 내지 동시범이 되는지 아니면 

방조범이 되는지를 구별하면 된다. [사례 2]에서처럼 작위 정범인 강도살

인범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한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행인으로서는 

573) 이상돈, 주 96)의 책, 242면.

574) 점승헌, “일본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한계”, 법학연구 제23권, 

2006, 344-346면.

575) 이상돈, 주 96)의 책, 168면, 이는 진정부작위범은 요구규범(명령규

범)(Gebotsnorm) -‘~ 아니한 자’의 위반에서 비롯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Verbotsnorm) - ‘~ 한 자’의 위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한

다.

576) Eugen Ehrlich/Walter L. Moll 역,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New York : RUSSELL & RUSSELL INC., 1962,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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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할 의무가 없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사람이 아니

라면 부작위범이 될 수가 없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작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구

조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요구되는 작위를 하지 않을 때 – 즉, 작위의무

를 하지 않을 때 부작위범이 된다. 물리적으로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요

구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부작위인 것이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

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겉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범인지 공범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가만히 있는데 정

범과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공범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타인

이 자기 아들을 살해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정범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아무리 그래도 작위를 하는 살인자가 

정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옆에 서 있기만 한 부모가 정범이 될 수는 

없고 단지 방조범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사례 

1]에서 아버지가 수영장에 작은 배수구멍만 만드는 방식으로 작위를 한

다면 이는 작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넓은 수영장에서 작

은 배수구멍을 만들어서 물을 빼는 작위를 하더라도 수영을 못하는 아이

는 익사할 것이기에 아버지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것이

다. 아버지가 작위를 했는데도 부작위가 되는 이유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에게 기대되는 작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기대되는 

것은 배수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 아이를 구조

하거나, 혹은 직접 뛰어들어가지 않더라도 밧줄을 던지는 등의 작위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위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범이 될 것이다. [사례 

1]과 [사례 2]에서 만약 甲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甲은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사례 2]의 경우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강도살인범일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가 지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의

심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사례 1]이나 [사례 2]에서 부모가 아이를 구조

해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는 의무는 법령인 민법 제913조 친권자

나 후견인의 보호의무에서 도출이 된다. 하지만 민사법이나 공법에서는 

형법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이나 

공법에 근거를 둔 작위의무가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하

는지는 작위의무에 관한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577)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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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면, 민법 제913조에 의한 보증인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유기죄, 유기치사죄 혹은 부작위 살인죄

가 될 것이다.

유기죄의 행위는 현재 보호상태에 있는 요부조자를 보호상태 밖으로 옮

기는 적극적 유기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상태를 하지 않거나 기왕의 보

호조치를 중지하고 떠나버리는 소극적 유기가 있다.578) 우리 형법상 유

기죄의 유기행위는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작위

에 의한 유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문제가 되고, 그리하여 기본범

죄를 유기죄로 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를 보통의 부작위범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한

다.579) 다만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에게 피

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

다.580) 독일 Reichsgerichtshof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행위자가 유기

한 후에 그 옆에 숨어서 누가 구조해 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581) [사례 2]에서 어린아이가 살인강도범에

게 칼에 찔리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이 된다면, 과다실혈로 죽어가

고 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가 될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밴드를 하나 붙여

준다 하더라도 요구되는 작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작위라

고 볼 수 있다. 작위 정범인 살인범은 따로 있더라도, 부모는 부작위에 

의해서 작위범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할 경우의 사례가 전형적인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유

형으로 볼 수 있다. 

부작위범의 공범에 관련된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577) 오영근, 주 59)의 책, 167면.

578) 이용식, 주 3)의 글, 제105면.

579)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76면.

580) 이용식, 주 3)의 글, 제106면.

581)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I, 서울: 박영사, 1983,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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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것이 첫 번째 유

형이고, 부작위 정범에 작위로 가담했을 때 작위 가담자가 정범인지 공

범인지의 구별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 이 부작위로 가담한 자가 정범인지 공범인

지 구별하는 문제가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작위 정범에 부작

위로 가담했을 경우에만 구별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구별기준의 정립이 없다. 그러므

로 ‘부작위-작위’ 유형과 ‘부작위-부작위’ 유형의 경우에 ‘작위-부

작위’시의 정범과 공범 구별 학설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사안이 아니다.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 대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유형이다. 일단 사례 유형을 

나누기에 앞서 부작위에서는 작위범에서처럼 정범과 공범을 행위지배로 

구별할 수 있는가? 살인죄 등 대다수의 범죄는 통상 작위범을 전제로 해

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행위지배가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작위

범의 경우에도 행위지배의 기준이 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무것도 하

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 행위지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례 1]에서처럼 수영을 못 하는 어린 자녀가 수영장 물에 빠

져서 죽어가거나 또는 [사례 2]에서처럼 강도범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있는데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는 지금 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례 2]에서는 가만히 있는 자가 

지배할 수 없고,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물에 빠진 자 A를 아무도 구하지 않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자가 甲밖

에 없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甲이 A를 구하지 않는다. 

이때 甲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지 사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는 어

떻게 구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함께 있으면 작위

범은 지배하고 부작위범에게는 행위지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

다. 그런데 만약 부작위범 혼자 있으면 부작위범이 무언가 지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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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행위지배는 작위범에는 잘 통하는

데 부작위범에도 잘 통하는 것인지 여부는 애매하다. 그렇다면 부작위범

의 경우에 행위지배 기준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할지가 본고에서의 문제의 제기이다. 행위지배 기준을 부작위

에 언제나 그대로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수인이 부작위를 통해 하나의 결과범에 참여했을 때 결과의 귀속방식, 

범죄가담형태에 관한 문제는 명확히 규명돼 있지 않다. 결과발생을 요건

으로 하는 하나의 범죄에 수인이 부작위를 통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비단 부작위에 의한 동시범(단독정범) 내지 공동정범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가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도 등장하는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 특히 부작위의 의한 

종범(Beihilfe durch Unterlassen)의 문제로 견해대립이 아주 심한 문제영

역에 속할 것이다.582) 그렇다면 [사례 3]에서처럼 甲이 만약 물에 빠진 

자를 구조하지 않는다면 甲이 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인가? 만약 그 상황에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甲밖에 없

는데 甲이 물에 빠진 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甲이 그 사태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애매해진다. 작위범하고 부작위범이 함께 있

으면 작위범이 지배하고 부작위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는 것이 행위지배설

이 주장하는 주요한 논점이었다. 그런데 부작위범 혼자 있는 이러한 상

황에서는 혼자 있는 부작위범이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

다. 작위범에서는 행위지배이론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지만, 부작위

범에서도 행위지배이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 그

래서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가 비롯되는데, 그렇다면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작위범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정립해 볼 수 있을까? 부작위범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 부작위범을 항상 정범으로만 볼 수도 없고, 공범으로만 볼 수도 없

다. 부작위로 가담하기만 하면 가담하는 부작위범은 모든 경우에 정범으

로 의율된다고 보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된다. 이 가벌성을 줄여주기 

582) 이용식, 주 102)의 글, 278면, 즉 행위자는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형태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법적 책

임을 질 수 있는가,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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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가치성기준설에 대해 자칫 정범으로 볼 수 있을 때 정범이고, 

공범으로 볼 수 있을 때 공범이라는 동어반복이 될 소지도 있다는 비판

도 물론 있다.583) 하지만 작위범에 관하여 전개되어 온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부작위범에 그대로는 전용할 수 없지만, 법익을 직

접침해 또는 위태화하는 자가 정범이며, 침해로부터 멀리 위치한 자는 

공범이라는 원리를 부작위범에 전용할 수는 있다.584) 그리하여 보증인의 

기대되는 작위가 법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정범이며, 

기대되는 작위가 법익을 간접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는 자가 공범이 된

다.585)

[사례 4]

甲이 빌딩의 경비원인데 빌딩에 입점한 은행에서 乙이 절도를 하고 있

다. 乙이 은행에 있는 작은 금고를 훔쳐서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니 乙은 

甲의 고교 동창생이었다. 그래서 甲은 乙이 그대로 절도하게 놔두어서 

乙은 절도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 정범이 되는가 방조범이 되는가? 

경비원 甲은 당연히 빌딩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甲이 절도범 乙의 침입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범행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가 되

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된다.586)

[사례 5]

아버지 甲이 있는데 어린 아들 乙이 매일 밤마다 절도를 한다. 그런데 

甲은 저지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583)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152면.

584) Löwenheim, Unterlassen, S.52.

585) Bottke, Pflichtwidrigkeit: das Täterkriterium unechter Unterlassungsdelikte?, 

FSRudolphi, 2004, S.40f.

586) 이정원, 주 306)의 책,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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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甲은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전의무위반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절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 아버지라면 아

버지 자신이 부작위에 의해 절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접 훔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부작

위에 의한 절도죄의 정범이 될 것인가? 미성년 자녀나 부하직원 등이 범

죄를 범하려고 하면 이에 대해 감시, 감독,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 절도하러 나가는데 말리지 않으면 아들은 절도죄의 작위 정범이 된

다. 아들이 절도죄 작위 정범이 될 때 이를 말리지 않은 부모는 부작위

에 의한 정범이 되겠는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겠는가? 절

도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정범이 되는가? 아니

면 아버지는 부작위 방조범만 되는가? 이렇게 위험원 관리감독의무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범죄 방지 의무 유형이라고 한다.587)

[사례 4]는 경비원 甲이 직접 훔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례 4]의 경우에는 방치했으니까 방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

례 4]와 [사례 5]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범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조 같기도 하다. 여기에서 학설대립이 나오게 된다. 작위범에 부작위

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형법상 공범규정을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례 6] 

두 사람이 합동해서 재물을 절취하는데, 경비원 甲이 이 행위를 방지하

지 않고 보고만 있어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경비원 甲의 부작위는 합동절도죄의 방조범, 합동절도죄의 정범, 단순절

도죄의 방조범, 단순절도죄의 정범 중 어느 것과 동가치성이 있겠는

가?588)

587) 山中敬一, “不作為による幇助 : 斉藤誠二先生古稀記念”, 刑事法学の現実

と展開, 信山社, 2003년 6월, 347쪽.

588) 오영근, 주 59)의 책,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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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가령 甲이 집에 들어가서 야간에 주거침입절도를 하려고 하고 가정부 

乙이 창에서 몰래 내다보고 있는데 가정부가 집주인 丙에게 원한이 있어

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乙이 甲을 도와준 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甲은 이 사실을 모르고 乙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로 乙만 甲을 안다면 일방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편면적 의사연락이지 상호적인 의사연락이 아니다. 甲이 야간주거침

입절도죄의 기수가 된다면 乙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

립하겠는가? 같이 범죄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는 乙에게만 있지 甲에게는 

없다. 함께 범죄를 하려는 의사가 乙에게만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

정범이 된다는 것이 소수설이고 다수설은 동시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호적인 의사연락이 없는 편면적인 의사연락이기 때문

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이다. 乙은 야간주거침

입절도의 직접정범 동시범이 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방조범이 될 것

이다. 정범인지 공범인지의 구별기준은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행위지배가 있으면 둘 다 야간주거침입죄 절도의 동시범으로, 

둘 다 직접정범이 될 것이다. 공동정범은 되지 않고 甲과 乙 둘 다 단독

정범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乙은 창문을 열어주었으니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어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방조범이 된다. 의사의 연락에 있어서 

알고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지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연락이 

있어야 한다. 편면적인 경우는 공동정범을 부정한다. 편면적 공동정범의 

사례는 단독정범 아니면 방조범의 사례이다. 정범인지 방조범인지의 구

별은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행위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한

다. 살인범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살해하는데 이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정범이 되는 게 맞을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절도하는데 말리

지 않는 아버지는 절도죄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해 

크게 4가지 구별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구별기준

가. 원칙적 종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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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작위를 했을 때는, 작위범이 정범이고 부작위를 한 사람은 원

칙적으로 방조라고 보는 설이다. 원칙적으로 부작위범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즉 

부작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이다. 

[사례 2]에서처럼 강도범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고 있는데 부모가 가

만히 바라보고 구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작위를 한 살인범이 정범이고 

부모는 아이를 구하지 않았기에 정범을 도와준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지배는 작위범이 하고 있고 부작위범은 행위지

배가 없다는 것이 이 견해의 결론이다. 작위범의 행위지배 기준을 그대

로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

가 원칙적 방조설이고, 행위지배설이라 부를 수도 있다. 작위범에서의 

행위지배라는 기준을 부작위범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작위범과 부작위범

이 경합하게 되면 부작위범에는 행위지배가 없으니 방조범이 된다. 乙이 

甲의 아들을 살해하고 있는데 甲이 가만히 있다면 이는 甲이 작위자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이 부작위가 직접 찌른 것과 동가치는 아니므로 

직접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론 

[사례 2]와 같은 경우 강도의 칼에 아이가 찔리고 있을 때 보증인인 아

버지가 직접 강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찰을 불렀다’라든지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소리질러서 

강도범을 저지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무방하다. 

즉, 자연력을 지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작위를 지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589) 작위의무는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

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590) 반면 조리상 의무를 보증인 의

무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591) 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592), 신의칙에 기해 보증인의 지

589)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Schwartz, 1959, 

S.296ff.

590) 김태명, 판례형법총론, 제2판, 고양: 피앤씨미디어, 2016, 150면.

591) 이승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

영사, 2018, 129면.

592) 박성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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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인정하게 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벌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

시 작위와의 상응성을 판단하여 기망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신

의칙에 기한 보증의무의 긍정이 가벌성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

친 우려라 할 수 있고, 작위와의 상응성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이다.593)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등도 보증인의무에 포함시키

게 된다면,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는 자연히 확대되게 마련이고, 형법

적 제재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범위가 커져 가벌성이 확대될 위험이 따

르게 된다.594) 생각건대 법령과 계약에 의하지 않은 보증의무의 발생은 i

nstitutionelle Pflicht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범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의문

이다.

작위한 사람이 정범이고 甲은 그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甲은 방조

범이 된다. 작위를 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 중에 행위지배가 누구

한테 있는지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범행사태를 지배하는 것은 작위가 

지배한다는 것이 행위지배이론이다. 작위자에게 행위지배가 있고 부작위

자에게는 행위지배가 없고, 행위지배가 있는 사람이 정범이 되고 행위지

배가 없는 사람이 방조범이 된다. 작위자는 행위지배가 있고 부작위자는 

행위지배가 없어서 방조범이다. 부작위자는 도와주는 것에 그친다. 원칙

적 방조설은 행위지배기준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방조범설이라고도 

한다. 행위지배기준설, 행위지배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위지배를 기

준으로 했을 때, 작위와 부작위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작위자에게는 행위

지배가 있고 부작위자에게는 행위지배가 없다. 이러한 행위지배의 기준

을 부작위에도 적용한 것이다. 방조범설, 종범설, 원칙적 방조범설, 행위

지배기준설, 행위지배설, 원칙적 종범설, 작위범구별기준원용설, 예외적 

정범설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 부

작위에 의해 가담할 때에는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것이 원칙적 방조범설, 즉 예외적인 정범설이다. 참고로 여기서의 공범

이라는 것은 방조범을 일컫는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교사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작위에 의한 범행가담형태 가운데 부작위

593) 앞의 글, 107면. 

594) 하태훈,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홍대논총 제25집, 홍익대학

교, 1993,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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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교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에 대해서는 그 성립

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공동정범의 성립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

수설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나 정범, 동시범

과의 각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라는 

것은 범죄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부작위로 할 수 없다. 그러므

로 방조범이 될 것이다. 교사라는 것은 범죄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일인

데, 어떻게 부작위로 범죄의 결심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방조만 가

능할 것이다. 

원형식 교수는 보호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고 감독의

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지배범이므로 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여부

는 각자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595)

[사례 2]에서 살인강도가 미성년 자녀를 찌르는 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만약 부작위 정범으로 의율되지 않고 부작위 공범으로 의율된다고 가정

하자. 여기서의 부작위 공범이라는 것은 방조범이라는 것이다. 자기 아

이를 찌른 살인죄의 부작위 정범에 부모가 부작위 방조로 가담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구하지 않은 부모를 부작위 방조가 아닌 

부작위 정범으로 보려면, 이 부모가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596) 그런데 살인죄 작위 정범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부작위만 한 자에게 사태를 지배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

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있을 때 사태를 지배하는 것은 작위범인 것이 

통상적이다. 무언가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있으면, 무언가를 하는 

자가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고 부작위자에게는 행위지배가 없을 것이다.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사례에 적용할 때 행위지배가 없으면 공범으로 본

다. 행위지배는 작위범에게 있고 부작위범은 공범이 될 것이다. 무언가

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사태

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부작위범은 방조범이 된다. 단, 작위 

595) 원형식, 주 86)의 책, 393면.

596) 법철학적으로 애초에 부모가 자녀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전제는,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가 아닌가 생각된다. 행위지배로는 설명하기 쉽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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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에게 행위지배가 결여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작위 정범

에게 책임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작위 정범이 책임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렸을 때는 작위범이 책임무능력 상태가 되므로 처벌이 되지 않는

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위범이 책임을 지지 못하므로 부작위범은 원칙적

으로는 방조범이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작위범은 부작위 정범이 

될 것이다. 작위범이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갑자기 책임능력이 없어져 

처벌이 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 공범에 그치기만 할 수는 없다. 정범이 

없으니 남은 자인 부작위범이 정범으로 승격하게 된다. 정범에게 행위지

배가 있었더라도 이 행위지배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이 살

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피를 과다하게 흘리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도 부작위로 가담한 자가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작위범의 행위지배

가 없어지고 부작위범에게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작위범이 정범으로 승격해야 할 것이다. 부작위자는 원칙

적으로 행위지배가 없고 작위범이 행위지배를 하는데 작위범이 다치거나 

정신을 잃어서 행위지배가 없어지면 남은 사람인 부작위범의 기능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정범으로 올라간다고 보아야 한다. 원칙적 방조범설은 부

작위자를 정범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범으로 보는 것이다.  

종래에는 판례가 부작위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방조범만을 인정한다

고 보는 견해인 이른바 종범설이 주류였던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등

의 해석상 부작위에 의한 정범 성립이 부정될 바 아니라는 해석론597)이 

등장하였다.

나. 원칙적 정범설

① 서설

국내에서도 작위와 부작위의 본질적인 차이는 보증인 의무의 존재라는 

동가치성의 요건을 통해 법적 평가의 면에서 이미 해소되며, 작위 정범

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작위 참가자의 정범성은 당해 구성요건과 관계

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부작위

597) 이용식, 주 102)의 글, 255-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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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정범이 된다고 하는 견해598)가 있다. 이것이 원칙

적 정범설이다.599) 일반적으로 보증인의 지위는 정범을 근거지우는 요소

이므로 보증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방조범이 아니

라 정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보증인적 지위

만 입증된다면 정범으로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해석하

며, 이는 과도한 형사책임의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600)도 있는데 이

는 원칙적 정범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유한 구성요건인 보증인요구구성요건(Garantengebo

tstatbestand)을 충족하는 독자적인 범죄로서, 이를 충족할 경우 모두 정

범에 해당하며, 방조범으로 축소할 실질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601) 작위의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결과에 대한 인과성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부작위범의 경우에만 방조범에게도 

그 이상의 것, 즉 보증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보

증인의 부작위는 보호법익과 관련성이 있으며, 그것이 자연력에 의한 것

이든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든 무관하게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가벌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 

보증인이 결과발생을 저지하지 않은 경우 결과발생이 작위범에 의하든 

자연력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정범이라는 단일정범개념에 이르게 된다.602)

형법전의 구성요건들은 행위 내지 작위에 정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구성요건들은 부작위를 통해서는 충족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603) 원칙적 

정범설에서는 부작위는 당연히 무조건 다 정범인 것이 원칙적이라 한다. 

그런데 정범적격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방조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사례 4]에서 경비원이 절도를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경비

원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도죄의 정범이 되려면 

정범적격이 있어야 된다. 절도죄에서 정범적격이 있으려면 불법영득의사

가 있어야 된다. 법률적으로 내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

598) 김종구, 주 405)의 글, 120면.

599) 이상돈, 주 66)의 책, 539면.

600) 이정원�류석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중

앙법학 제6권 제2호, 2004, 117-118면.

601) 김성룡, 주 180)의 글, 113면.

602)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형사판례연구 13호, 박영사, 2005, 302면.

603) 김성룡, 주 180)의 글,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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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례 4]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도둑이 갖고 있는데 그치며 

경비원에게까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甲은 절도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절도죄의 정범이 되려면 개별적인 각칙의 구성요건마다 

특별히 정범적격이 요구되는 법리들을 충족해야 한다. 형법 각칙에는 각

자의 죄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 4]에서는 동창이 갖게 해야겠다는 

불법영득의사밖에 없기에, 이는 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이므로 절도

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례 4]에서는 원칙적 정범설을 선택하

더라도 정범이 되지 않고 공범이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보았던 [사례 2]

에서는 왜 아버지에게도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했는가? 살인죄가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정범적격이 필요가 없다. 신분범�자

수범�의무범�목적범 등의 경우에는 적격성을 갖추어야지만 정범이 되는

데, 이러한 신분범�자수범�의무범�목적범에서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지 못

한다면 이때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신분범�자수범�의무범�목적범�영득범 등과 같이 행위지배의 여부와 무관

하게 범죄구성요건상의 특수한 표지(예컨대 신분, 의무, 직접실행, 목적, 

영득의사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정범과 공범이 결정되는 한계 사례

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면 행위지배가 유일한 정범표지 내지 구별

기준은 아니다.604)

이 견해는 내적 태도나 범행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부작위범은 모두 정

범으로 보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자수범�신분범�영득의사를 요하는 범죄 

등 부작위에 의해서는 스스로 범할 수 없는 경우, 방조불법의 실현을 막

아야 할 보증인의무에 위반한 경우(이른바 방조에 대한 부작위정범) 등

에만 부작위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605) 박상기 교수도 작위의무

의 종류가 아니라 위반정도에 따라 정범을 인정하되, 구성요건상 예외적

으로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단순한 부작위자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자수범

�신분범�목적범에서 목적을 지니지 않은 부작위를 예로 들고 있다.606)

604) 이용식, 주 61)의 책, 78면.

605) 신양균, 주 100)의 글,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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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정범설에 의하면 [사례 4]의 절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의 정범 되어야 하는데, 경비원에게 불법영

득의사가 없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례 5]의 

경우에도 정범설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절도죄의 정범 되어야 하지만 미

성년 자녀가 재물을 가질 의사를 갖는 것이니까 부모에게는 불법영득의

사가 없어서 甲은 방조범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절도죄인지 살인죄인지

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는데 절도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자가 

방조범이 되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자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례 6]의 경우에도 정범설에서 당해 범죄가 정범표지를 요구할 때에

는 가담자가 공범이 되고, 당해 범죄에서 정범표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범이 된다.607)

결국 이러한 견해들은 부작위에 강약의 차이가 없다면 중함의 차이도 

없다고 볼 것이고, 부작위는 모두 동가치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608) 그리하여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는 단일정범개념이 타당하게 되어, 부작위범의 영역에서는 정범과 공범

의 구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의 부작위는 항상 정범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609) 원칙적 정범설에서는 [사례 2]처럼 살인강도범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직접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사례 5]에서처럼 절도하러 매일 밤마다 나가는 아들을 

말리지 않으면 아버지 스스로가 훔친 것과 마찬가지로 정범이라는 것이

다. [사례 2]의 경우나 [사례 5]의 경우나 두 경우 다 정범이 된다, [사례 

2]에서는 보호의무 때문에 그렇다. 미성년 자녀가 죽어가니까 미성년 자

녀를 보호할 의무가 부모에게 생기는 것이다. [사례 5]에서는 절도를 막

아야 할 안전의무, 감독의무 때문에 부모가 정범이 된다. 원칙적 정범설

에 의하면 보호의무 위반에서나 안전의무 위반에서나 똑같이 부작위범은 

정범이 된다고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의무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

거라고 한다. 어떤 의무에 위반하기만 하면 다 정범이라는 것이다. 의무

606)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 1997년 3월, 38면.

607) 신양균, 주 100)의 글, 150-153면.

608) 이용식, 주 134)의 글, 155면.

609) 앞의 글,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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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근거해서, 행위지배를 했건 안 했건 행위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의무에 위반하기만 하면 다 정범이 된다. 의무위반을 많이 했건 적게 했

건 상관없이 다 정범이 된다. [사례 2]의 보호의무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

녀를 부모로서 보호해야 하는데 강도살인범을 안 막으면 아버지 甲은 살

인죄의 정범이고 [사례 5]의 감독의무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절도하

러 가는 것을 안 막으면 아버지는 절도죄의 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단, 

의무 이외에 추가로 특별히 정범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5]에서 아들이 절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 안 말리면 

절도죄의 정범이 된다고 했지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사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고의가 아니라, 불법하게 영득한 것을 보증인

이 갖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불법영득의사를 미성년 자녀인 

작위 정범만 갖고 있는 상태이고 부모 甲은 그냥 보고만 있는데 불과하

지, 甲 스스로 갖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정범이 되려면 불법영득

의사까지도 추가로 요구가 된다. 스스로 갖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정범

이 되는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춰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살인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살인죄 정범

이 성립할 수 있지만, 절도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요건까지 요구된다. 불

법영득의사는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

로 아버지는 정범설에 의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되어 정범이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목적범 같은 경우에 정범이 

되려면 의무뿐만 아니라 목적까지 추가로 있어야 된다. 자수범의 경우 

자수의 실현이 있어야 된다. 부작위에서는 자수의 실현이 없으므로 정범

이 될 텐데 자수범 아닌 목적범 등 추가적으로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 몇

몇 개 범죄에서는 정범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칙적 정범설에 의하면 

부작위범도 정범이다. 살인범도 정범이지만 아버지도 정범이 된다. 살인

범과 아버지 둘 다 정범이라는 견해인데, 강도살인범이 甲의 자녀를 살

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 甲을 정범이 아닌 공범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린 자녀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부모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

으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하

지 않고 있으면 부모도 정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정범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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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작위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했으면 정범이 되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라는 것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당연히 정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살인범이 정범이고 부모는 도와준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무리이다. 부모

라면 뛰어들어서 구조했어야 한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단일정범개념

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결과발생방지 의

무는 정범을 기초 지우고, 그 결과 보증인인 이상 결과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정범이 성립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범을 인정하는데, 이는 보증인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증인

에게 구성요건상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나 정범자 요소가 결여되어 정범

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다.610) 결과회피의무가 존재함에도 부작위 

정범이 성립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자수범, 

일신전속적 의무범, 영득범이 포함된다.611) 이 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결

과발생방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 정범이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상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일신전속적 범죄이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 

판례612)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상표관

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범죄의 정범적

격이 없어 방조범만이 성립한다. 생각건대, 보증인이 가만히 있으면 부

작위 정범인데, 보증인이 작위로 도와주면 작위 방조범이 된다는 점에서 

원칙적 정범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범설에서의 논리에 따르자

면 일반인이 작위 방조하면 방조범이지만, 보증인이 작위 방조하면 정범

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공범 문제는 매

우 복잡하고 어려운 나머지 많은 학자들이 외면해 왔다. 특히, 예를 들

어 범행 도구를 빌려준 전형적인 방조자가 선행행위(vorangegangene Ha

ndlung)를 이유로 부진정부작위범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지 않으

려면 빌려준 범행 공구를 되찾아 올 뿐 아니라 결과를 방지할 경우에나 

610)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 1997년 3월, 38면.

611)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형사판례연구 13호, 박영사, 2005, 118면.

61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그랜드백화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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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으로 의율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는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독일에서는 결국은 정

범이지만 감경해준다는 규정을 독일형법 제13조에 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Jakobs에 따르면 vorangegangene Handlung로 인한 보

증인지위는 제도화된 의무(Institutionelle Pflicht)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범

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가령 부모/자녀, 남편/아내 같은 경우에만 Garan

tensonderdelikt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같이 등산을 가다 누군가 위난에 

처했을 때 이는 제도화된 보증의무가 아닌 것이다.   

② 원칙적 정범설에서 방조가 되는 예외 사례

A. 불법영득의사가 요건인 범죄

물론 예외적으로는 방조가 될 수가 있다. [사례 4]에서 경비원은 절도를 

저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교 동창생이 절도를 하

고 있는 것이라서 막지 않고 방관하고 부작위하면 경비원은 원칙적 방조

설에 의하면 부작위 방조범이 된다. 원칙적 정범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는 정범이다. 그런데 원칙적 정범설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방조범이 

될 수가 있다. 절도죄가 되려면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절

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613) 내가 이 물건

을 가지고 간다는 절도의 고의뿐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불법하게 영득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내가 소유권은 얻지 못하지만 비슷한 지

위를 갖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혹시 반환할 의사가 있으면 불법영

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안 된다. 경비원이 절도죄의 정범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자기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없이 

내가 불법하게 영득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작위 정범이 되는 요건을 예외

613) 원형식, 주 86)의 책, 381면에 따르면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

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이고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에 대한 인식이다. 가령 물에 빠진 아들을 구조하지 않아 아들이 사

망할 경우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보증인지

위에 대하여 착오하였던 것이고,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에 대

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로써 고의를 조각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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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절도죄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 살인죄는 불법

영득의사 같은 것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절도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법영

득의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범은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정범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사례 4]에서는 부작위

범이 정범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甲은 방조범이 된다. 

B. 목적이 요건인 범죄

목적이 요건인 범죄에서도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구성요건에서 정

범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화위조죄에서는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서 통화를 위조해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정범이 되는데, 

목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부작위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살인

죄나 보통의 범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도 필요 없고, 목적도 대부분 구성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범설이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들어맞게 된다. 

절도죄와 같은 경우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정범에게 요

구되므로 부작위범이 불법영득의사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작위범이 불법하

게 영득하는 것이다. 부작위범은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C. 자수범

세 번째는 자수범(Eigenhändiges Delikt)이다.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

스로 직접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다시 말해 간접정범 형태에 의해서는 

실행할 수 없는 범죄를 자수범이라 한다. 따라서 행위자 스스로 구성요

건의 실행행위를 하여야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가령 제152조 제

1항 위증죄는 선서를 하고 허위로 증언한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614)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간

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간접정범이 되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대법원 200

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의무범 대신 신분범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615) Roxin 교수는 행위지배는 모든 구성요건에서 

예외없이 정범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보편적 원리는 아니며 여러 구성

614) 이용식, 주 61)의 책, 31면.

615) 한정환, 주 43)의 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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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가운데 의무범과 자수범은 처음부터 별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

다고 한다.616) 그런데 위증죄에서도 선서를 할 사람에게 미리 위증을 하

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생

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할 경우 위증을 안 하면 살해하겠다고 한 

사람을 단지 위증교사로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증죄가 자수범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위증할 사람에게 

생명 신체의 강한 위협이 있다면 위증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이 될 수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위증할 사람이 도구 정도는 안 되고 

위증을 할 여력은 있으니 살해하겠다고 한 사람은 위증교사 정도에 그치

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수범은 구성요건해당행위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행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자수적 속성을 갖지 않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617) 자수적 실행을 요구

하는 범죄에서는 자수적 실행을 하는, 즉 작위를 하는 자수범이 정범이 

되고, 부작위자는 자수적 실행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므로, 자수범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부작위범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므로 부작

위자는 자수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작위자는 이때 할 수 없이 자

수범에 의한 종범이 될 수밖에 없다. 정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 

요건이 요구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외적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례 4] 작은 금고 절취사건에서는 다

수설과 판례인 원칙적 종범설에 의해서도 종범이 되고, 원칙적 정범설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범이지만, 불법하게 영득할 수가 없어서 예

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종범이 된다. 그리하여 종범설에 의해서도 종범이 

되고 정범설에 의해서도 종범이 된다. 

다. 구별설

① 서설

616) Claus Roxin, LK StGB, 11. Aufl., 1993, §25 Rand-Nr. 36

617) 앞의 책, §25 Rand-N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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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무의 구별에 따라 감독보증의무를 위반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공범이고, 보호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는 정범으로 보는 입장이다.618) 이는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을 보증인지위의 종류에서 찾는 견해

인데, 즉 보증인지위의 종류를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보호보증인과 안

전의무를 근거로 하는 감독보증인으로 나누어619), 보호보증인의 경우에

는 항상 부작위 정범으로 인정이 되나 감독보증인의 경우에는 정범과 공

범이 구별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종범으로 인정된다.620)

의무내용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호보증인인가 감독보증인인가의 구별

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가 보호하여야 할 법익을 모든 방면

의 침해로부터 막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매장의 

사람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지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이는 

감독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감독보증인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점주가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

은 것은 방조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견해는 의무범 이론의 토대에 

기초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을 보호보증인과 감독보증인으로 나

누어, 작위 정범에 대한 부작위행위자의 범행 가담이 있는 경우 보호보

증인의 경우에는 항상 정범이 성립하지만, 감독보증인의 경우에는 정범

과 방조범 모두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방

조범이 성립한다고 본다.621)

보호보증인의 경우 피보증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모든 위험원으로부

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피보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위험에 처

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622) 다만 목적범이나 자수범의 

경우, 법익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은 방조범이 된다고 본다.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 가담한 부작위를 모두 정범으로 보거나 모두 방

조범으로 보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고,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견

해가 이원설이다. 이원설은 정범구별설이라고도 하고, 의무내용기준설, 

618)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107면.

619) 조준현, “부작위범의 결과방지의무의 성립과 범위”, 고시연구 제32권 제3

호, 통권 제372호, 고시연구사, 2005년 2월, 64면.

620) 전지연, 주 618)의 글, 119면.

621) 이정원, 주 317)의 글, 250-251면

622) 김종구, 주 405)의 글,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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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내용에 따른 구분설, 의무내용설, 차별설, 구별설, 작위의무내용

구별설이라고도 한다. 의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어떤 경우에는 정범이

고, 어떤 경우에는 방조범이 된다는 학설이다. 의무내용에 따라 보호의

무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 정범설과 같이 정범이 되고, 감독의무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 방조범설과 같이 방조범이 된다고 구분하자는 것이다. 

[사례 2]에서처럼 어린 자녀를 보호할 보호의무를 부작위하면 정범이고, 

[사례 5]에서처럼 어린 자녀의 절도를 방치하는 식으로 감독의무를 해태

하면 방조범이 된다. 어린 자녀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의무가 있을 때는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다. 의무내용에 따라 구별하

게 되면 [사례 4]에서는 경비원이 경비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갖기 때문

에 정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4]처럼 경비원 사례에서는 의무내용

구별설이 타당할 것 같은데 [사례 5]와 같은 자녀 절도 방치사례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 보호의무가 있어도 [사례 2]에서처럼 자녀 살해 방

치에서는 정범이 될 것 같은데 [사례 5]에서처럼 자녀 절도 사례에서는 

방조범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모든 보호의무는 정범이고, 감독의

무를 하지 않으면 방조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논거는 딱히 

없다.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설에 대

해서는 보호의무와 감독의무가 정확히 구별되기 힘들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동전의 양면 같다. [사례 2]에서처럼 자녀가 죽어갈 때에는 자녀를 

보호해야하는 것이고, [사례 5]에서처럼 자녀에게서 위험이 생성될 때에

는 제3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 5]의 경우는 

감독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호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

다. 결국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보호의무와 감독의무

가 정확히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질적으로 똑같은 것 

같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 보호의무와 감독의무 양자 간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결국은 보호의무든 감독의무든 결과를 회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보호의무와 감독의무를 나누어서 

의무내용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보증인의무는, 보호의무와 감독의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부작위

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어 항상 보호의무와 감독의무를 

나누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장남이 차남을 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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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저지하지 않는 부모는 둘째 아들에 대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장남에 대해서는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 이 부모가 정범이 되는지 공범

이 되는지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까닭이다.623) 은행에서 

부하직원이 횡령하는 판례624)에서, 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배임을 저

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이원설에 따르면 은행지점장에게는 감독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의 법익 침해를 저지하지 않았으니까 감독의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은행지점장의 지위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에 있는 돈

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을 위해서는 보호의

무가 되고, 직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되기도 한다. 즉, 보호의무와 감

독의무의 구별 자체가 애매하다. 정신병원의 甲 의사가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정신병 환자 A가 B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의사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 B가 살해당했다면 

甲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감독의무,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문

제가 된다. B를 중심으로 보면 B의 법익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에게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면 A를 저지할 감독의무, 

안전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A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있고 B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있게 되므로 甲은 과연 보호의무 위반인가 감독의

무 위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원설에 따르면 

甲이 부작위 정범인가 부작위 공범인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보호의무와 

감독의무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호의무든 감독의무든 다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것이니 그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구분할 수 있더라도 구분하기가 난해하다는 비판은 있

다.  

다른 사람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정신병원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다른 사

람을 해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감

독책임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의무에 정신병원 의사의 의무를 감독의무

623) Kurt Seelmann，Nomos－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1，　

Allgemeiner　Teil，1999，S.40f

62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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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한 견해가 있다.625) 이원설에 따르면, 보호의무, 감독의무를 나누

어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 2]에서처럼 살인범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려고 하면 甲은 어린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

으면 정범이 된다. [사례 5]에서처럼 절도를 하러 나가는 아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甲이 감독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 절도를 하면 그때 甲은 방

조범이 된다. 의무내용에 따라 구별을 해서 정범과 공범을 나눠보자는 

것이다. 모두 다 정범이 된다는 정범설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모두 다 

공범이 된다는 공범설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니 이원설과 같은 학설이 등

장하게 된 것이다. 종범설에서는 다 방조범이 되고 정범설에서는 다 정

범이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방조범, 어떤 

경우는 정범으로 보자고 해서 나온 게 구별설이다. 이원설에 따르면 정

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정범이

고, 어떤 경우에 방조범인지 두 가지를 나누어보는데, 작위의무의 내용

을 가지고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한다. 

②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

예컨대 [사례 2]에서 아버지 甲이 부작위를 하고 있다면, 작위의무 두 

가지 중 아버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부모는 아이의 법익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그 아이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작위

의무 두 가지 중에서 보호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때는 보호의무 위

반으로 甲은 정범이 된다. 

참고로 유기죄는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위반죄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견해가 있는데, 유기죄에 정신적 윤리적 성격을 부여하

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범으로서의 성질과 보호의무위반죄로서의 성질 등 2면적 성질

을 가진다.626)

③ 안전의무가 있는 경우

625) 오영근, 주 59)의 책, 172면. 

626) 강구진, 주 581)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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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에서는 아버지 甲이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이를 안전하게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절도하러 가는 것을 가만히 둔다면 부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절도하는 것을 막

지 않았으면 방조가 되는 것이다. 아이를 규제해야 하는데 안 했으므로, 

이때는 방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아이가 죽어가는데 부작위 하면 정범

이 되는 것이다. 작위의무의 내용이 안전의무일 경우에는 부모 甲은 방

조범이 된다. 

④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비교

일본에서는 보호의무를 보호적보증인의무라 표현하고 감독의무를 감시

적보증인의무라 표현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보호의무 또는 감독의무의 

개념이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627) 보호의무라는 것은 [사례 5]에서처럼 

살인범이 공격할 때 자기 아이의 법익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이고, 살인

범이 자기 아이의 법익을 공격할 때 이 아이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할 때에는 어린 아이를 안전하게 규제하고 통제

하고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고 절도를 하지 못하게 말리지 않았을 때는 

안전의무에 위반하여 방조범이 될 것이다.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⑤ 구별설의 한계

구별설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사례 2]에서처럼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두었을 때는 비난가능성의 중점(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의 측면628)에서 볼 때 비난가능성이 커서 정범이 될 것 

627) 山中敬一, “不作為による幇助 : 斉藤誠二先生古稀記念”, 刑事法学の現実

と展開, 信山社, 2003년 6월, 14면 참조.

628) 비난중점설은 독일 판례(BGHSt 6, 59)의 입장인데,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따른 판례들이 발견된다. 가령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서울고

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이상돈, 주 66)의 책, 232면 및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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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사례 5]에서처럼 자기 아이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러 절도하러 

나갈 때 그냥 둔다면 방조 정도가 될 것 같다. 법감정상 그런 측면이 있

을 듯 하지만 딱히 근거는 없어 보인다. 보호의무와 안전의무가 정확히 

구별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보호의무와 안전의무의 구별은 다소 

애매하다. 

라. 동가치성기준설

동가치성기준이란, 부작위범의 가벌성요건으로서의 동가치성 기준과는 

별도로 첫째로 같은 경우에 작위에 의해 참가했더라면 정범이 성립되는

가 공범이 성립되는가, 둘째로 부작위범이 사건의 중심형상으로 나타나

는가 주변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 등을 판단척도로 하여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정범 혹은 공범의 실현과 동가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

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629) 부작위의 작위와의 상응성(동

가치성), 즉 보증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정범의 구성요건실현행

위’에 상응하는가 ‘작위에 공범의 구성요건실현행위’에 상응하는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정범을 후자의 경우에는 공범을 인정한다.630)

Roxin도 교과서에 동가치성설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크게 가치 있는 것

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Roxin도 자신의 의무범이론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어 가면서 약

간씩 정의가 바뀌어 가고는 있으니631)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작위 부작위의 구별과 부작위에 있어서 정범공범의 구별을 혼동하고 있

고, 실제로는 보호보증인, 감독보증인이라는 작위의무의 종류에 따른 구

별로 보이기도 하며, 사실상 행위지배설에 따른 구별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다.632) 생각건대 작위 정범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부

주 9). 

   참고로 우리나라는 보충관계설이 작위 부작위 구별기준의 판례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629) 이용식, 주 102)의 글, 283면.

630)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107면.

631) 조병선,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

의 특정’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 233면 주 10).

632)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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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에 의한 정범이고, 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방조

범라는 것이 동가치성설이다. 즉, 작위 정범과 동가치성이 있으면 정범

이고 작위 방조범과 동가치성이 있으면 방조범이다. 규범적으로 평가해

서 작위 정범하고 가치적으로 비슷할 것 같다면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고, 방조하는 것과 같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판단기준이 좀 애

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학설이다.

그러기에 동가치성기준설에 대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어왔

다.633) 전지연 교수는 판례가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

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634)”라고 한 부분이 동가치성

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증의무

를 결과회피의무로 이해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결과회피의무는 존부만이 

문제가 되고 그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의 종류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원인, 동가치성은 구별기준이 아니고 다만 부작

위에 의한 공범은 부작위 행위자가 정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법

적 척도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성립가능하다고 한

다.635) 기준이 애매한 것은 있지만 다른 학설처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인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하여 규범

적인 의미에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동가치성기준설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작위의무자가 부작위를 하였으나 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

과 동가치하게 평가되지 않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방조범이 성립될 수가 있다고 한다.636) 다수인의 범죄참가에서 부작위행

위가 작위 정범과 동가치를 갖는지 혹은 작위 방조범과 동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자는 주장637)이 타

157-158면. 

633)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형사판례연구 13호, 박영사, 2005, 

309-311면.

63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판결

635)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107면.

636) 임웅, 주 95)의 책, 597면.

637) 이용식, 주 102)의 글,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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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현재까지는 우리 학계에서는 동가치성기준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많지는 않았다. 

가령 상해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범행제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원수인 것을 알게 되자 상해행위를 고의

로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를 하게 된다면 상해죄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

만 물어야 하고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상해죄와 동가치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다.638) 이 경우 경찰관이 살인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단순히 살

인죄의 방조범으로 보기는 어렵다.639) 이러한 동가치성기준설에 대해 실

제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640) 부작위범에서 정

범과 공범의 구별을 보증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정범의 구성요건 실

현행위에 상응하는가 아니면 작위에 의한 공범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상응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부작위 정범, 후자는 부작위 공범이 성립한다

는 견해이다.641)

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작위범에 비해 ‘주변 형상의 역할’에 머무르

기 때문에 종범이 성립하나, 예외적으로 부작위범에게 ‘중심 형상의 역

할’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 

작위범에 유효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이 부작위범에서 기능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정범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부작위자를 정범으로 본다면 오히려 작위범보다 불

리하게 취급되는 평가모순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그

런데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기준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에만 적

용되고 단순한 결과범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642) 작위의무자의 부작

위가 작위에 의해 구성요건실현과 동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본다.643)

동가치성설은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가치적으로 구별하려는 

견해이며, 보증인의 잠재적인 행위지배가 작위에 의한 정범과 동등한 가

638) 임웅, 주 95)의 책, 597-598면.

639) 손해목,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1996, 1091면.

640) 신양균, 주 100)의 글, 152면.

641)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2003년 

12월, 306면.

642) 앞의 글, 307면.

643) 임웅, 주 95)의 책,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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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범을 긍정한다. 살인죄의 부작위범이 

정범인가 방조범인가 평가를 한 뒤 정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정범이고, 

공범과 동가치가 있으면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동가치성설이다. 그러므

로 획일적으로 정범이라거나 획일적으로 공범이라고 하지 말고 작위의무

로 둘을 나누지도 말고 가치평가를 해서 사안마다 가치적으로는 같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정범이고 방조와 동가치로 볼 수 있겠다 싶으면 방조

범으로 하자는 것이 이 기준의 중점사항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

의 채택을 못 받고 있다. 동가치성기준설에 따르면 부작위를 했는데 부

작위를 한 것이 작위 정범과 동가치로 평가되면 정범, 방조범과 동가치

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분명하고 애매한 학설이다. 정범

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이고 공범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묻고 있는데 동어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

해질 것을 요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644) 그래서 다수설과 판례는 방조

범설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다수설은, 우리 판례가 부작위에 의한 가담

을 방조범설로 보아 가볍게 처벌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작위 가담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해서 판례가 방조범이라고 주장하

는 것이 방조범설을 취하는 우리 다수설이다. 그런데 막상 판례를 읽어

보면 동가치성기준설과 거의 같다. 정범과 공범에 대해 언급하면서 판례

가 동가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동가치성 기준에 의해서 

따져보면 결과는 대체적으로 방조범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

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동가치성기준설이 방조범설과 거의 결론이 

같은데 가령 방조범설은 방조가 90%, 정범 10% 정도로 도출된다면 동가

치성기준설에 따르면 방조가 70%, 정범 30%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동가치성기준설을 취할 때는 방조범설을 취할 때보다 정범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다.

동가치성 기준을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실제사례에 적용하면 부

작위범은 원칙적으로 주변형상에 머물러 방조범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건의 중심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범이 성립하는 

644) 장영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2], 박영사, 1994,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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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645) Schwab에 따르면 부작위에 의해 범행에 참가했다고 할 

때 이 부작위를 작위로 볼지 부작위로 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이 작위로 범행에 참가했다고 전제하고 상황을 가정해 보라고 한다. 그

렇게 되면 그 부작위범이 정범으로 의율되어야 하는지 방조범으로 의율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646)

[사례 5]에서 아들이 절도하러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절

도범은 작위 정범이고, 말리지 않은 아버지 甲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니

까 절도죄의 방조범밖에 될 수 없다. 방조범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방

조범이다. 동가치성설을 취하건 방조범설을 취하건 결론이 같아진다. 정

범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방조범이 되고, 방조범설에 의하

면 방조범이므로 방조범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정범설, 방조범설, 동가

치성설의 결론이 모두 같다. 그렇지만 결론은 같다고 해도 결론을 도출

하는 process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원설에 따르면 甲이 감독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자녀를 안전하게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이 된다

는 것이다. 감독의무위반의 경우 모두 방조가 된다. 정범설에 의해서도 

방조가 되고, 방조설에 의해서도 방조가 되며, 이분설에 의해서도 방조

가 된다. 동가치성설을 취해도 방조가 된다. 그렇지만 근거는 각각 다 

다르다.

조카 저수지 살인 사건 판례647)에서 삼촌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

가 작위와 같이 볼 수 있을 때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단독범으로 볼 

수 있는데648), 이것을 정범과 공범에도 끌어들여 볼 수 있다는 것이 부

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의 동가치성설이다. 결국 원칙적 종범

설은 방조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동가치성설은 방조가 된

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일이 검토해본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

(5) 판례

판례의 태도를 원칙적 방조범설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이다. 

645) 이용식, 주 102)의 글, 289면. 

646) Schwab,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en, 1996, S.209.

64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648) 2인 이상이 아닌 단독범의 경우에는 동가치성이 보증인의무로 나타나고 당

연히 단독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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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례는 동가치성기준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례는 문언상 그래도 동가치성설 취하는 판례가 꽤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

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는 없다는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649)”

하였다고 설시한다. 

위 판결문을 보면 작위에 의해서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작위 방조와 동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작위에 의해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

과 같기 때문에 방조라고 보니까 원칙적 방조범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

고 동가치성기준설에 의한 방조범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문언상으

로만 보면 동가치성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부작위 방조와 동가치로 평가

할 수 있다. 통설은 판례 결론이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 방조설을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작위로 범죄 실행을 용인하는 것과 같

기 때문에 원칙적 방조범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동가치성설에 의한 

방조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언상으로만 보면 동가치성이란 문

언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동가치성설에 가까운 것 같다

고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문언과 관계없이 방조범으로 보는 것

이라는 결론을 중시하는 게 다수설이 판례를 분석하는 입장이다. 다수설

은 위 판례를 원칙적 방조범설에 입각한 판례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문

언상으로만 보면 동가치성기준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판례에 동가치

성설의 내용이 문언에 나오기 때문에, 동가치성기준설이 적절하다는 생

각이 든다. 동가치성기준설에 따르게 되면 [사례 2]에서 어린 자녀를 구

하지 않은 아버지 甲은 정범과 동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범이고, 만약 방

조범과 동가치성이 있게 되면 방조범이라고 보게 된다. 

(6) 검토

절도죄처럼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 정범요건이 

없을 때에는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 원칙적 정범설의 입장이다. 방조범설

64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그랜드 백화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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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방조범이 원칙인데 정범이 정범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공범이

었던 방조범이 정범으로 승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통설

에 의하면 방조범설인데, [사례 5]처럼 부모가 아이의 절도를 방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방조범설에 의하면 부모는 방조범이 된다. 방조범의 경

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다. 정범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

요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부모는 당연히 방조범 밖에 안된

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방조범은 성립되기 때문에 원칙적 방조범설

에 의하면 방조범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례 5]의 아이가 책임무능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자. 책임무능력이나 행위지배에 대

해서 예외상황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책임무능력이 되면 

아이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작위 정범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때 

처벌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그럼 부모가 정범이 될 것이다. 한 명

만 있는데 그 한 명이 공범이 될 수는 없다. 한 명이 있으면 정범이 된

다. 한 명이 있는데 정범이 아닌 공범이면 말이 되지 않는다. 공범은 정

범이 있을 경우에만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정범이 된다. 책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처벌이 되지 않으면 남아있

는 공범이 정범이 될 것이다. [사례 5]에서 아이가 책임무능력이기 때문

에 처벌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으면 아버지가 정범이 되는지 여부의 문

제에 있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간접정범이 되어야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작위라면 어떻게 되는가. ‘훔쳐오

라’고 작위를 했다면 교사가 되는데, [사례 5]처럼 甲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정범이 되는가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범

이 처벌 안 되는데 방조범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정

범이 구성요건에 위법성까지 있고 책임만 없어 처벌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보아, 아버지가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범이 처벌 안 되지만 구

성요건, 위법성까지는 있으므로, 부작위자가 종범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범이 처벌이 안 되면 가담자가 반드시 간접정범이 되

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으면 가담자는 공범이 되고 간접정범도 될 수가 있다. 정범이 처벌 안 

될 때 가담자가 반드시 간접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범은 처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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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있으면 거기에 종속돼서 공범이 

성립되어 가담자가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불법영득의사와 관계가 없다. 

정범이 처벌 안 된다고 해서 가담자가 반드시 간접정범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성년 자녀가 책임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책임이 없어서 정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때 공범 甲은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있어야지 여기에 종속돼서 교사범 방조범

이 성립된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체로 책임 없어도 구성요건, 위법성만 

있으면 공범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어린 자녀를 시켜서 절도해 오라고 

하면 교사범이 되는가 간접정범이 되는가? 절도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

고 위법하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 절도해 오라고 교사한 사람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책임까지 있어야지만 공범이 되므로 책임이 없으면 

시킨 사람은 간접정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

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처벌

되지 않은 자가 있으니까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공범도 될 수 있고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 간접정범이 

되려면 의사지배가 있어야 한다. 5세 자녀에게 절도해 오라고 얘기를 했

다면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다. 아이에게 절도해 오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부모를 안심시키면서 절도 잘 해올테니 걱정 말라고 말할 경우 甲은 교

사범이 될지 방조범이 될지 불분명하다. 가령 아버지가 12세의 아들이 

친구를 구타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아버지

가 아들을 적극적인 작위로 격려하였다면 아버지는 간접정범이 될 것이

다. 따라서 이때는 부작위한 아버지를 정범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위자가 과실로 행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보증인

이 적극적으로 과실범을 이용한 경우라면 그는 간접정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실범을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범은 정범으로 평가된다. 또 이 

경우 과실범은 위험을 야기했지만 사태를 의욕한 것은 아니므로 지배적

인 중심형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의 부작위범이 사건의 중심형상이라

고 볼 수 있다. 

부작위범이 사건의 중심형상으로 나타나는가 주변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판단척도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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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기준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에만 적용

되고 단순결과범에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진정부작위범

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단독범을 전제로 논하면서 하는 지적일 뿐이다.650)

甲이 미성년자를 교사해서 절도를 했을 때, 보통은 12세 아이에 대해서

는 의사지배를 하지 못하고 5세 아이에 대해서는 의사지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세 아이에 대해서는 甲이 간접정범이 될 것이고, 12세 

아이에 대해서는 甲이 교사범이 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그런데 5세 

아이가 조숙하여 되바라진 아이라면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 된다. 12세 

아이가 정말로 미숙한 아이면 의사지배하는 격이 되어서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5세 아이에 대해 甲은 교사범, 

12세 아이에 대해 甲은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책임무능력자

를 시켜서 절도를 하게 했을 때,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한적 종속형식

을 취하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있고 정범도 될 수 있다. 5세 아이에 대

해서는 일률적으로 의사지배유무를 언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극단

적 종속형식을 취한다면 5세 아이이든 12세 아이이든 다 간접정범이 되

어야 한다. 5세 아이는 책임이 없어서 공범은 안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종속성설을 취하여 위법은 연대적으로 책임

은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651)

(7) 소결

원칙적 방조설은 행위지배를 근거로 분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 

정범설에서도 행위지배를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부작위의 경우에

는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지배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지배 기

준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범이나 의무범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을 보게 된다

면, 보증인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행위지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

범이 된다. 작위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정범이 된다. 범행지배종료구별

설이나 주관설은, 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을 그대로 

부작위범에 차용하려고 했던 학설이다. 

650) 이용식, 주 102)의 글, 283면.

651) 이상문, “공범의 처벌근거”, 형사법연구 제26권, 한국형사법학회, 2006, 664면.



- 232 -

그런데 이에 대해 김봉태 교수는 법률상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

작위범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

에 주관설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652) 주관설은 거의 심정형

법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많이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외부적 사건 속에서는 정범의사(Täterwille)나 공범의사(animus socii)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관설이 부작위범

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독일 판례가 주관설의 입장을 취

하는 경향도 있는 이유는 부작위범이 항상 정범 혹은 항상 방조범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해당 사례를 평가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653) 이런 측면

에서 보면 부작위범은 항상 정범이거나 항상 공범이라는 식의 결론을 지

어놓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당 사례를 평가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동가치성기준설도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Gunther Arzt 교수는 주관설에 따르더라도 어차피 법관이 최종적

으로 평가해서 정범인지 공범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설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654) 그런데 어차피 법관이 최종적으로 평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올바

른 사법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운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을 이룬

다’655)는 차원에서의 의구심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관이

라 하더라도, 법관의 부작위범 판단에 대한 이론적 규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다. 

사법(司法)에서도 법관이 사법적 불확실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판결

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리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몽테뉴

의 입장이다.656) 이러한 논리가 주관설을 강화시켜주는 논리가 될 수 있

다면, 마찬가지로 동가치성기준설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해당 사례를 

652) 김봉태,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부산대) 제32권 제1호, 

1990, 92면.

653) 이용식, 주 102)의 글, 263면.

654) Schwab, Hans Jörg,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en, 

Frankfurt am Main : Peter Lang, 1996, S.82.

655) 박준, “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

호, 법학연구소, 2014년 6월, 614면. 

656) 하재홍, 주 148)의 글, 370면 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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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할 일이라

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에, 동가치성기준설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진정부작위범 처벌에 관한 최종 결정을 확실한 판단기준을 제시

하지 못한 채 할 수 없이 법관이 개별 부작위범 사례의 모든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작위범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면 보증인적 지위문

제는 제2등급(zweite Grade)의 문제로 폄하되는 것일 것이다. 법관의 재

량판단에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증거없는 심정재판(Gefühlsrechtsprechun

g)이라고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법치국가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조화

될 수 없는 것이다.657)

범행지배종료구별설도 ‘작위-부작위’ 유형에 있어서, 타인의 범행을 종

료하기 전인가 후인가를 따져서 범행지배종료 이전이면 부작위 가담자가 

종범이고 타인이 범행을 종료한 후면 부작위 가담자가 정범이 된다는 학

설인데658), 작위자가 취한 실행수단에 따라 부작위 가담자의 형사책임이 

좌우된다는 우연(Zufall)적 속성 때문에 이미 지지자가 거의 없는 이론이다.

3. 부작위범에 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서설

‘부작위-작위’ 형태에서는 작위에 의한 가담이기 때문에 부작위범 문

제로 볼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33조에 의해 공범과 신분범 개념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조

항 자체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분자에게만 제33조 조항이 적용

될 것이다. 가담자 모두가 신분적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33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문제에 있어서도, 부작위범 각

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작위의무가 있어야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

립이 된다. 작위의무 없는 자에게는 제33조 조문에 의해서도 부작위 공

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그 동안 부작위 유형은 [사례 2]가 대표적이었

657) Rudolphi, Die Gleichstellungsproblematik der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und der Gedanke der Ingerenz, 1966, S. 61ff.

658) 김봉태,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부산대) 제32권 제1호, 

1990,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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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사건 판례에서는 1심·2심·대법원 모두 처는 부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라고 했다. [사례 2]에서는 정범이 작위인 

케이스인데,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정범이 부작위범일 경우에는 ‘작위-

부작위’ 유형 구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때는 작위 정범에 부작위

로 가담했을 때의 구별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가담의 구조 형태가 다

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설에서는 보라매병원 사건 때에도 작위에 부작

위로 가담했을 때의 구별기준을 가져다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4

가지 구별기준 대립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 이것이 정범인

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는 부작

위 정범이라 판단했다. 처가 부작위 정범일 때 여기에 의사가 도와주었

다는 것이다. 의사를 작위라고 볼 수도 있고, 부작위라고 볼 수도 있다. 

부작위 정범에 작위로 교사하거나 방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지금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하자. 아이가 죽어

가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당연히 부작위 정범이다. 

이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살해하라고 말을 건네거나 박수를 쳐 주거

나 실행을 도와준다고 가정하자. 정신적으로 격려해주고 작위의 행동을 

통해서 방조를 해서 도와주고 있다. 아니면 살해 도구를 건네주거나 팁

을 알려준다. 뒤에서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살해하라고 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작위범이라고 보아야 할텐데, 이 작위범이 

정범인지 공범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게 된다. 작위에 의한 것이 정범인

가 공범인가 구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작위 정범에 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이 가담하는 작위행위자가 정범인지 공범인지가 문제가 된 것의 대

표적 사례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보라매 사건에서는 처가 정범이다. 

남편이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으니 의사가 치료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는 남편에 대한 치료를 안 할 것이라고 한다. 보호자인 처가 퇴원시켜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퇴원시키고 호흡기를 떼어줘서 죽었다. 이때 처

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다. 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일치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라는 데

에는 대체로 이설이 없다.659) 그런데 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

범이 아니라 작위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처가 아니라 만약 

659) 보호자가 환자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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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구나 친척이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이 아니라서 보증인지위가 없으니, 환자의 퇴원을 의사에게 요구한

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의 친구나 친척은 부작위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 호흡기 떼라고 말하는 친구나 친척은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부작위범이 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는가. 아닐 것이다. 의사에

게 환자 호흡기를 떼라고 말하는 환자의 친구나 친척은 보증인의무가 없

다고 하더라도 작위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는 작위 

간접정범은 안 되고 부작위 정범만 되는가? 보증인 지위 있으면 부작위 

정범만 되고 작위 간접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다소 의아한 부분

이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자

이다. 간접정범의 범행매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즉, 고의범의 귀책성이 결여되는 자이다. 이러한 매개자를 사실상의 

우월한 인식에 기초한 심리적 지배(normative psychologische Tatherrscha

ft)를 통해 배후자는 자신이 의도한 범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660) 가령 

처벌되지 않는 정신병자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게 한 여자가 있으면, 정범

인 여자의 죄책부터 논의한 뒤 정신병자의 죄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호흡기를 떼어 준 것, 퇴원시켜 주는 것을 작위로 했다면 호흡

기를 떼는 것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자연적 고찰방법에 의해서 호흡기를 떼어냈으므로, 신체적 활동이 있고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보아 작위라고 한다. 그리고 의사에게 작위이면서 

방조를 인정했다. 부작위 정범에 작위로 가담한 이때의 이 작위를 작위 

정범이 아닌 작위 방조로 인정했다. 부작위 정범에 대해서 작위로 가담

했을 때 정범과 공범의 문제에 있어서 작위에 의한 범죄가 정범인지 공

범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조범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작위 정범

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4가지 구별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작위 

정범일 때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에만 4가지 구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고 작위로 가담했을 때에는 이렇다 할 구별기준이 없다. 그런데 보라매

병원 판례는 부작위범이 있고 여기에 작위로 가담하면 이것이 방조범이

660) 김종구, “간접정범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고찰”, Vol.16 No.2,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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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행위지배가 없어서 방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

작위범과 작위범이 있을 때 누가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

가.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작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상 행위지배를 

하는 자는 작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작위

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작위와 부작위가 있

으면 작위가 행위지배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위가 행위지배를 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된다면 아마도 작위와 

부작위가 함께 있을 때 작위가 행위지배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작위보다 작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

작위부터 검토를 할 수야 있겠지만 결국 작위를 검토해 보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결국 작위우선검토설661)로 연결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Roxin에 따르면 부작위 정범은 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똑같이 처벌된다

고 본다. 부작위행위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의 측면에서

는 정범으로 평가되고, 행위지배의 측면에서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므로, 

부작위의 정범임과 동시에 작위범과의 관계에서는 방조범이다. 그렇지만 

공범으로서의 성질은 통상 경합의 원리에 의해 정범의 배후로 물러나므

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는 동치할 수 있지만, 책임의 정도나 가벌성의 

면에서는 동치할 수 없으므로, 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662)

방조범은 행위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조가 된다고 하는데 방조범에

게 행위지배가 정말 없는가 의문이다. 부작위 정범보다는 작위 방조가 

행위지배가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부

작위는 가만히 있는 것인데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작위

가 정범인데 여기에 부작위로 가담했으면 공범이 된다는 것이 원칙적 방

조범설에서의 논거이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작위가 행위지배

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기존의 논

661) 부작위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작위를 검토하여 작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부

작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으로 양화식,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성균관 

법학 제14권 제1호, 2002, 34면.

662)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7. Aufl., 2000,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0, S.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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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로라면 정범으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지배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보라매병원 사건에

서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의 4가지 구별기준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라매사건은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유

형이기 때문이다.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사례를 의무범이 아닌 신분

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라매병원 판례 평석에 

있어서는 신분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점도 의아하다. ‘부작위

-작위’유형이 신분범 문제라면 ‘작위-부작위’를 逆신분범 문제로 다

룬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존에 보라매병원 사건을 다룬 논문들 중

에 보라매병원 사건을 제33조 문제라고 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

데, 왜 이제와서 보라매병원 사건이 제33조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신분 없는 자가 정범이 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제33조가 적용되

는 것이라 생각된다. 수뢰죄를 교사한 일반인이 제31조로 처벌되지 않을 

때 제33조로 가는 것이다.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수뢰하라고 하면 곧바로 

제31조663) 교사범 조문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3조로 가

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제31조 교사범이라고 하면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제31조로 비신분자를 처벌할 수 없

어서 제33조 조문이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신분 없는 자 – 

즉, 의무 없는 자 – 는 정범도 되지 않고 공범도 되지 않는데 제33조를 

통해서 일정부분 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범죄는 혼자서도 범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공범이라 한

다. 살인죄 절도죄 등은 임의적 공범의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혼자서

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럿이서도 살인 또는 절도의 결

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임의적 공범에 대항해서 필요적 공범의 개념

이 있다. 집합범, 대향범(수뢰죄, 증뢰죄), 내란죄 등이 그러한데, 여기서

의 내부참가자들 – 가령 증뢰자와 수뢰자 – 사이에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증뢰자가 증뢰

를 하면서, 제발 뇌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한 경우 이는 수뢰죄의 교사범

도 될 것인가? 반대로 뇌물을 받은 자는 증뢰죄를 방조한 것인가? 필요

663) 제31조는 가령 실행을 한 직접정범을 교사해서 살인을 범하게 한 자가 있으

면 이 자는 협의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직접정범과 같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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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범의 내부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생

각해 볼 수는 있지만, 입법자가 이러한 필요적 공범 조문을 둘 때에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이 모순되는 때에는 형법각칙이 형법총칙에 대한 우위성을 점한

다. 각칙이 특별법이고 총칙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

선하기 때문이다. 각칙에는 전부 정범만 규정하는데, 교사범 방조범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범개념의 공범에 대한 우위성은 법조문에서 파생

됐다. 각칙에 정범만을 규정하고, 총칙에 파생되는 방조범의 개념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甲이 乙을 교사해서 A를 살해할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라고 할 경우 정범인 乙의 죄책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자기낙태죄를 처벌할 때 내부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 서로 교사 방조하

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문은 필요적 공범인 내부참가자 사이에서 

단순히 각자들 자기낙태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뇌물죄에서도 각

자를 수뢰죄의 정범, 증뢰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 다수인의 범죄참가가 곧 교사방조로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참가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부참가

자 사이에서는 각자 각자 정범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규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외부참가자는 증뢰죄의 교사범이 되는 등 필요적 공범규정이 적

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87조 내란죄를 보게 되면, 국토를 참절 목적

으로 폭동했을 때에는 수괴 외부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형법총칙 규정 적

용되어 대향범처럼 처벌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형법총칙 규정 적용이 

되지 않고 불가벌이라고 보는 소수설도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을 유리하

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란죄 등의 집합범도 필요적 공범의 일종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청사에 난입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소요죄를 일으킨다면, 혹은 대향범

에서 조직 내부의 참가자들이 같이 돌을 던진다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수뢰자와 증뢰자는 필요적 공범이 된다. 필요적 공범의 형량이 같은 경

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수뢰죄와 증뢰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조금 다르고, 음화판매죄 같은 경우 음화판매죄는 각칙에 처벌규정과 형

이 있고, 음화구매죄는 조문에 처벌규정이 없다. 음화판매죄는 대향범이

기는 하지만 일방만 처벌되는 편면적 대향범 혹은 불가벌적 대향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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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구매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조문이 없으니,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이 이럴 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지만, 각칙

상 처벌되지 않는 자를 형법총칙 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가벌적 대향자의 타대향자에 대한 교사 및 방

조행위를 불가벌적 대향자의 범죄형성적 협력행위에 속하는 행위태양으

로 보아 그 공범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664) 필요적 공범관계는 

실제 처벌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 둘 중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

다고 하더라도 필요적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

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을 때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필요적 공범관계로 처벌하게 될 경

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정부에 거래처별로 세금합계를 제출하게 되

어 있는데 이를 필요적 공범관계로까지 볼 것은 아니고, 대향범도 아닌 

것이다. 내부적 참가자 사이에서의 필요적 공범 관계 여부에 대한 문제

는 판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보라매병원 판례가 부진정부작위범 관련 쟁점이 있는 판례 사안이고 이

를 의무범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위 유형 중 ‘부작위-작

위’ 유형 또는 ‘부작위-부작위’ 유형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의 견해를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본고 이후에는 아마 보라매병원 사건이 신분

범 유형이라는 견해를 언급하는 논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우리 판례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행위를 작위라고 보았다. 호흡

기 떼는 것을 작위라고 했다. 자연적 관찰방법이라고 하면서 작위 방조

범이라고 했다. 호흡기 떼는 것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라매병원 사안 같은 상황에서는, 호흡기를 떼어내

는 행위의 규범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호흡기를 떼는 행위는 부작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인공심폐장치를 제거한 경우 인공

심폐장치의 제거라는 작위와 치료의 중단이라는 부작위 중 어떤 것을 문

제 삼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 바 부작위를 작위에서 구별하려면 원칙적

664) 최정일,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형

사법연구, Vol.26 No.3, 2014, 36면.



- 240 -

으로 법률 이전의 자연적 관찰방법에 의해야 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예에서는 인공심폐장치의 제거라는 작위를, 치료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보

다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65)  

(2) 보라매병원 사건

가. 각 법원의 판단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제1심(서울지법 남부지원판결 1998. 5. 15 98고합

9)에서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지위와 의무(보

호의무)가 있다고 보고, 의사의 치료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

사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의 책임을 지웠다.666) 그

러나 제2심(서울고법판결 2002. 2. 7, 98 노 1310)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원을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로 인한 치료행위의 중단은 한 

개의 사실관계의 양면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의사(意思)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은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치료행

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처의 퇴원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

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니라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실

행을 용이하게 한, 작위의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

고인들을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처단하였다.667) 대법원은 작위

와 부작위의 구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 제2심판결

을 지지하여, 의사들에게 ‘살인죄의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인

정하였다.668)

생각건대 치료필요상황에서 처가 의사들에게 남편의 호흡기를 떼게 한 

것은 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고, 의사들이 호흡기를 뗀 것은 처를 도와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사가 호흡기를 떼 준 것은 작위 방조이며 의사

는 처가 이용한 방조의 도구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를 도구로 이

665) 오영근, 주 59)의 책, 162면.

666) 임웅, 주 95)의 책, 575면 주 100) 및 589-590면 주 133).

667) 앞의 책, 575-576면 주 100.

66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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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처는 정범을 범한 것이다. 의사의 작위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

여이고,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는 작위 정범이 될 것이다. 호흡기 떼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면 정범이 될 것이고, 도와준 것에 불과

하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종범이 될 것이다. 의

사들이, 처의 부작위 살인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대등한 것은 아니

라고 보면 작위 방조범에 그친다. 의사의 작위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작위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행위지배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부작위는 행위지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

다. 

자연적 관찰방법 이외에 보충적으로 결과와 관련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甲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려고 

집 안에서 뛰어다닌 경우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관련해 보면 甲

에게 중요한 것은 부작위라고 한다.669) 작위·부작위는 문제되는 구성요

건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독일의 다수설에 따르면 부작위와 작위는 단지 시간적으로만 중복될 수 

있을 뿐 그 행위가 공통할 수 없으므로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부작위범과 작위범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수 없는데, 행

위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별되므로 논리적으로 어느 행위가 부작위이면서 

작위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부작위와 작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런데 윤동호 교수는 이에 관해서도 

독일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작위범인 교통사고후 사고장소불법

이탈죄(독일형법 제142조)가 부작위범인 구조불이행죄(독일 형법 제323c

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

다고 한다.670) 이러한 측면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의료관련 규정에 대한 

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위범이라면 행위지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보라매병원 사건의 경

우에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호흡기 떼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행위지배를 

669) 오영근, 주 59)의 책, 162면.

670) 윤동호, “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 법조, Vol. 66 No.2, 2017, 643-644면.



- 242 -

한 것 같으면 정범으로 처리하여, 처도 정범이고 의사도 정범이라고 하

는 것이고, 호흡기 떼는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와준 것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 작위는 행위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서, 본질적인 기여는 아니고, 방조범이라고 할 것

이다. 여기에 학설대립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671) 어떤 행위지배라는 기

준을 가지고 정범으로 보든, 공범으로 보든 보는 것이다. ‘부작위-작

위’이든 ‘작위-작위’이든 작위로 가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부작위-부작위’ 또는 ‘작위-부작위’가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의 구별에서 주요하게 다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범 관련 

형태를 갖추기 위해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을 분류했으나 이 유

형에서는 작위에 의한 가담자의 정범·공범 구별기준에 대한 견해의 대

립은 따로 없다. 애초에 작위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 분류의 실

익은 없다. 다만 ‘작위-작위’인 기존의 작위범 영역 말고, 부작위 영

역에는 ‘작위-부작위’,‘부작위-부작위’ 이외에 ‘부작위-작위’ 형

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친다.

나. 선결문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는 1차적 보증인이고 의사들은 2차적 보증인으

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처가 의사들보다 보증인 의무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보증의무의 발생연원을 거슬러 생각하면 도출할 수 있다. 

생활공동체이자 부부관계인 처로서의 보증인의무, 치료계약을 맺은 의사

들의 보증인의무는 Hierarchie를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계약 이

후에는 처와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공동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처를 설득해서 퇴원을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부작위로 가담하면 모두 정범으로 처리한다는 학자들이 있는데 부작위에

서는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물론 행위지배 가지고 

판단해 보았을 때672), 작위이면 정범설에 의하면 정범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원설(구별설,의무내용설)에서 의무내용을 구별해서 정범이라 

말하는 것은 행위지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행위지배라고 하

671) 호흡기제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대립만 있을 뿐이다.

672) 무엇이 선행판단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



- 243 -

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작위범에 적용되는 것이다. 부작위범의 경우 신분

범·의무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지배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부작위는 모두 정범이라는 견해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부작위는 모두 방조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행위

지배가 아닌 의무내용에 따라서 정범·공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부작위범의 경우 원칙적정범설, 원칙적종범설, 구분설, 동가치성기준설 

등 4가지 구별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행위지배 기준으로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처가 치료비 낼 수 없으니까 퇴원시켜달라고 의사들에게 말했다

면 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처가 부작위를 했는가. 퇴원시켜달

라는 것이 부작위인가? 다른 예로써 甲이 A를 살해하라고 계속 교사를 

하면 이것은 부작위인가? A를 살해하라고 한 것이 부작위인가.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했다면 부작위인가? 당연히 작위이다. 교사범은 당연히 작

위이다. 부작위로는 교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계

속 말하는 건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동은 하지 않

았지만 이를 부작위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처는 작위범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 자신이 직접 남편을 살해한 것은 아니고 의사

들을 도구로 삼은 작위의 간접정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

리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피이용자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

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음으

로, 고의범의 귀책성이 있는 자는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673) 그렇다하더라도 의사들에게 고의범으로서

의 귀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간접정

범의 피이용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처가 여전히 간접정범이 되는가

의 문제가 남는다. 처를 작위 간접정범으로 볼 경우 피이용자인 의사들

은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구별기준

A. 서설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구별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673) 김종구, 주 660)의 글, 2-3면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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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고찰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규범적 고찰방법이다. 작위적인 측면

도 있고 부작위적인 측면도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 물리적 외형적으로 보자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에너지 

즉, 활동이 있으면 작위이고 아니면 부작위로 보자는 것이다.674) 보라매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부작위였다가 2심부터는 작위로 된 것은 작위·

부작위 구분은 자연적 관찰방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평가적 관찰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이 

언급한 자연적 관찰방법이 기준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본다. 이는 법적 

비난의 중점이 작위에 있느냐 부작위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675) 작위

하고 부작위하고 같이 있다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작위가 중요한가 부작

위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작위 쟁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들이 있다. 가령 모친이 수

유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영아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위험하고, 이는 제

17조가 규정하는 인과관계의 기점으로 설정된다. 이 사례의 작위와 부작

위 중에서 인과관계의 기점으로서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작위 

하나뿐이다.676)

법적인 측면에서 작위도 있고 부작위도 있으니까 평가를 해야하는데, 

어디에 더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는 중요도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인

가에 달려있다.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면 작위이고 치료를 하

지 않는다는 부작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부작위이다. 규범적 판단은 

이렇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자연적 고찰방법에 의하면 보라매병원 

사건의 의사가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은 신체적 활동이 있으니까 작위로 

보게 될 것이다. 규범적으로 보면 의사가 떼어내는 것은 작위도 있고 부

작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떼어

674)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사법연구 제25호, 2006, 83면

675) 진계호, “형법상 부작위범론”,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계산 성시탁교수

화갑기념, 1993, 34-35면.

676) 김준호,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저스티스 148, 한국법학

원, 2015년 6월, 131면.



- 245 -

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치료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가?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규범적 고찰방법에서 보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므로, 

사회적 비난의 중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부작

위로 보아야 한다. 가령 치료하다가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눌러 치료를 중

단한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는 신체 에너지 투입은 된 것이다. 

에너지 투입설에 의하면 이것을 작위라고 볼 수 있는가?677) 치료를 하

다가 중단했는데도 말이다. 가만히 있을 때도 신체 에너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료 중 정지버튼을 누름과 치료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연장하

지 않음이 같은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B. 보라매병원과 관련한 기준의 문제점

보라매병원 사건은 판례678)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는 움직였는데 왜 방조이고, 가만히 있던 부인은 왜 정범

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가 의사들

을 도구로 이용하여 강한 의사지배를 했다면 처를 작위 간접정범으로 볼 

677) 에너지투입설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김성룡,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

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3], 2013, 167면.

678) 판결에서는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

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

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

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적

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

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

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

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

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

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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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는가? 처가 퇴원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면 작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살해하라고 말만 하면 교사범이 된다. 교사범

은 작위범이다. 또한 교사의 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다만, 부

작위 교사는 있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도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거의 없고 사례도 없고 논의도 적다. 

단지 작위 간접정범에 대해서만 연구가 있다.679)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은 모두 작위범이고 따라서 행위지배설에 따를 때,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는 의사지배인데, 만약 배후자가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정범적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고, 만약 배후자의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간접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는 것이 된다.680) 그런데 예

외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사례

에서 국경에서 도망가는 사람을 경비병이 쏜 것에 대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작위 간접정범이 된 케이스가 있다.681)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

에서는 부작위 정범은 모두 직접정범이다. 부작위 간접정범은 없다. 부

작위 정범에 대한 작위 가담의 정범·공범의 구별에서는 작위 직접정범

에 부작위로 가담한 판례만 있다. 작위 간접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판

례는 없다. 

다수설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도구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음으로

써 결과발생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682)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교사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

다. 이 견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때

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를 긍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형법상

679) 이창섭, 주 83)의 글, 188-189면에서는 현행 형법의 문언 아래에서는, 입법

자가 제34조에서 설정한 윤곽은 간접정범을 공범영역에 두는 것이었기 때문

에 제34조의 “교사 또는 방조”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또는 방조개념이 전

제하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여전히 정범의 영

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형법상 간접정범을 “정범으로서의 간접정

범”과 “공범으로서의 간접정범”(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 구별하는 

견해를 제시하여 형법 제34조 문언 중시를 취한다고 한다. 반면 독일형법 간

접정범이론에서는 간접정범의 성격을 정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680) 김종구, 주 660)의 글, 3면, 주 2).

681) Uwe Murmann/허황 역, 주 472)의 글, 261면

682) 원형식, 주 86)의 책,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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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Handlung)에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과실로 범죄 결의를 하게 한 사람은 이러한 선

행행위로 인해 실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고 한다.683) 특히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을 인정한다면 일정한 부작위가 

정범의 행위보다는 교사행위와 동가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

을 것이라 한다.684) 그런데 이 견해에 있어서는 그런데 방지의무불이행

이 교사인가? 과실로 범죄결의가 이미 되었는데 교사를 할 수 있는가 하

는 의문이 있다. 

② 의무의 충돌

부작위 상호간 유형에서도 의무의 충돌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의무

의 충돌(Pflichtekollision) 상호간 유형으로는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작위의무와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두 가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고 있으면 그냥 부작위하면 되기 때

문에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685) 만약 한쪽은 부작위여야 하고, 

한쪽은 작위여야 할 경우에는 어떤 의무를 따라야 하는가?686) 예컨대 병

원에 甲 의사가 있는데, A환자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B환자가 실려 왔고 호흡기는 한 대 밖에 없다면 B환자를 

구조할 작위의무가 있을 것이다. A환자에게는 甲 의사가 부작위를 해야 

한다. 호흡기를 떼면 안 되는 부작위의무가 있다. 현재 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호흡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작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

흡기를 옮겨 달아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예컨대, A환자가 50%의 생존확률을 가진 경우에 호흡기를 B환

683) 오영근, 주 59)의 책, 391면.

684) 앞의 책, 391면 주 3).

685)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258면.

686) 앞의 책, 258면, 261면에서 이재상 교수는 이를 의무의 충돌로 보지 않고 

긴급피난 요건을 적용하면 족하다고 한다. 의무의 충돌은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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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옮겨 달면 B환자는 70%의 생존확률을 갖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부작위하면 생존확률은 50%이다. 호흡

기를 옮겨 달게 되면 B는 살아날 확률이 70%이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작위-작위’유형의 예를 들

어보겠다. 의사가 있는데 A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부작위

를 해야 되는데, B에게는 작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이때 의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동가치인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동가치인 경우에

는 그냥 부작위 해야 한다. 이가치(異價値)인 경우에는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시하면 되지만 동가치일 때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

흡기를 A에게서 떼어서 B에게로 옮기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다. 그래서 A가 죽었다면 A에 대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이 조각되지 않는다. 책임도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A가 50%고, 

B가 70%였다라고 해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의사가 확신을 했다면, 기

대불가능성에 의해서 면책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면

책된다고 할 수는 없다. 면책의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위법하다. 그러니까 생존가능성이 B가 크다고 해서 작위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가치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생존가능성이 50%이든 7

0%든 생명이라는 가치는 같은 것이다. 동가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살 

사람이 가치가 더 높고, 빨리 죽을 사람은 더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다. 책임 단계에 가서는 조금 감경해 줄 

수도 있다. 책임 단계에 가면 책임조각사유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행위자가 모든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고 모든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 다수의 법익이나 의무가 각각 동일한 가치인 경우에는 

행위자는 단순히 면책된다. 이에 반하여 법익이나 의무가 각각 우열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그 우열순위에 따라서 우월적인 것을 보호

하기 위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그와 반대로 즉 하위의 법익이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의 

법익이나 의무를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된다.687) 특히 보증인의무에 대한 

687) 장규원�강동욱, 형법총칙비교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05면.(김

영중, 주 316)의 글, 34면 “재인용”)



- 249 -

책임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돼서 고의

조각, 과실범이 되는 것이다.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보

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책임이 

있게 되어 고의범으로 간다.688)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방조하는 자가 보증인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작위의무가 인

정되어야 하며,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작위의무이므로 보증인지위가 주로 작위의무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견

해689)가 있다.

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의 처와 의사의 죄책

① 처의 죄책

A. 서설

보라매병원 사실관계는 생략한다. 처는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처가 퇴

원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산소호흡기를 떼었다. 인턴이 집에

까지 와서 떼어 갔다. 그랬더니 환자가 죽었다면 처는 작위에 의한 살인

죄인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처가 한 일은 무엇인가? 처는 

치료를 안 해 준 것이다. 남편의 치료를 안 해준 부작위라고 볼 수 있

다. 처는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다. 처는 남편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

고, 부양의무를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해줄 작위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한 것, 부작위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부작위로 보게 되면,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가 긍정이 되는 것이다.

B. 처를 작위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의 행위는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판례는 처가 남편을 치료해 주지 않

은 점에 주목해서 1심부터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작위라고 

68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주 24)의 책, 140면 이하.

689) 백승주,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P2P 서비스와 관련

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 법조 제

622호, 2008, 107-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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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은 전부 부작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처를 부작위로 보

았을 때에는 처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의사와 전공의의 행위를 작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에너지

투입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690)와 대법원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691)가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

은 치료중단의 사안에서는 부작위에 비난의 중점이 있으므로, 평가적 방

법 기준으로 부작위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② 의사의 죄책

환자가 사망하게 될지 뻔히 알면서 퇴원조치를 시켜줬다. 집에 인턴이 

따라가서 호흡기를 제거하고 인턴은 병원으로 돌아오자 환자는 곧바로 

사망했다. 의사가 퇴원조치에 서명을 한 것이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문제

가 된다. 퇴원을 시켜주었다. 퇴원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작위라고 볼 

수도 있고 치료를 더 이상 안 한 부작위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1심

은 부작위로 보았다. 그래서 1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라고 보았다.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작위로 본다. 의사가 퇴원을 시키고 

산소호흡기 뗀 것을 작위로 보았다. 치료를 안 해줬다는 부작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떼어냈기 때문에 작위라고 보는 것이다. 

신체적 힘, 신체적 활동에 의해서 작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신체적 힘 

활동이 존재하면 작위이고, 신체적 활동이 없으면 부작위라는 기준을 근

거로 작위라고 본 것이다.

작위는 법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일정하게 투입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법익이 요구하는 행위로 에너지의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이

다.692) 의사가 치료를 안 해주었다는 측면이 아니라, 에너지가 투입됐다

는 측면에서 작위로 본 것이다. 호흡기를 떼어내고, 퇴원을 시키는 신체

적 힘, 신체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작위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의사에게

690) 류화진, 주 230)의 글, 165면.

691)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370면.

692) 김재경, “부작위로서의 연명치료중단행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년 8월,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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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와 달리,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보았다. 1심은 공동정범이라고 

봤는데 2심, 3심은 처가 정범이고 의사는 작위 방조범이라고 보았다. 형

을 가볍게 해준 것이다. 정범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의사를 부작위로 보면 1심에서 작위의무를 논해야 한

다. 가족이 퇴원하겠다고 보증인이 얘기했을 때 계속 퇴원조치를 시키지 

말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있는가 혹은 계약에 있는

가?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계약이 없다면, 무

엇을 근거로 해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부작위로 보면 상당

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 사안에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법

령에 의해서는 의무가 없다.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없다고 

해야하는 것이다. 부작위로 가게 되면 무죄로 가야한다는 입장에 서 있

는 학자들이 많다. 작위의무에 대한 논란이 너무 심하기에 대법원은 의

사들의 죄책에 대해 작위로 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은 것 같

다. 그래서 호흡기 떼어냈으니까 작위라고 해놓고는 형량을 좀 감경해 

주어야 한다든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든지 등의 논의로 가려는 것

이다. 과거에는 많은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쉽

지 않은 구조였다.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 사이에 저런 행위가 작

위 살인방조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형

사법적인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검사가 보라매병원 사건을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의사사회에는 의사를 살인자로 모는 판결이라는 인식

이 파다했다.

라. 소결

인공호흡기를 떼는 행위 그 자체는 직접 생명을 단절시키는 의미를 가

지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의사가 호흡기를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어디까지나 병원 측이 행하는 치료를 위한 조치를 중단 방해함으

로써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인공호흡기를 정지시키는 행위가 

금지의 대상으로 된다면 그 금지는 어디까지나 치료의 계속을 확보함으

로써 생명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금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치료의 주

체인 의사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치료의 중지이고, 제3자가 그것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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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치료의 방해라는 기능적·규범적 의미를 가진다.693) 그러므로 인공

호흡기의 제거는 규범적으로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의 성격을 가진다. 그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를 지는 자가 스스로의 신체를 상

하게 함으로써 구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냈다든가, 일정한 시점에서 

전철을 할 철도 전철수가 그 이전의 시점에 고의로 술에 취함으로써 전

철을 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다는 류의 케이스와 본질이 유사하다. 행

위자는 각각의 신체적 동작을 통해 작위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되는 것이며, 만일 이들 경우에 행위자에게 작위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작위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건해당성

이 부정되게 된다.694) 결국 환자의 살해가 어느 지배영역에서 일어났는

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처는 의사에 대해 여전히 우월적 보증인 지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 호흡기를 떼지 않는다면, 처라도 환자 

호흡기를 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는 자기가 직접 환자 호흡기를 

떼는 대신, 의사에게 떼어 달라고 강청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 호흡기를 

떼지 않겠다고 하여 처가 직접 환자의 호흡기를 떼었다면, 처의 의무와 

책임 하에서 환자의 사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의사가 환자

의 호흡기를 떼었다면 처가 의사를 도구로써 간접정범적으로 지배했든지 

아니면 의사를 방조자로 이용했든지간에 의사의 의무와 책임 하에서 환

자 살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가 자상(自傷)/만

취해서 치료를 못 한 경우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경우를 평가적으로 같

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배영역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의 문제, 즉 처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는

가 아니면 병원이라는 의사들의 공간에서 발생하였는가의 문제가 보라매

병원 사건의 핵심이다. 처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통해 

남편을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의사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명치료를 계속하기를 요구한 것이었고, 처의 강청에 부딪쳐서는 마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 병원 밖의 공간, 처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해의 결

과가 발생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처는 소극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보증인

의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으로까지 나

693) 井田 良/신양균 역, 주 87)의 책, 26면.

694) 앞의 책,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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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갔다. 이를 부작위 살인죄 정범 1죄로 의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무위반성을 볼 수 있다. 의무범의 속성은 그것을 작위로 행

하든 부작위로 행하든 의무위반을 한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의무범 

사안을 논함에 있어서도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그 행태 자체의 중요성보

다도 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성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 그 의무위반을 

부작위 형태로 하였든, 작위 형태로 하였든 그것은 의무범을 처벌하기 

위한 잣대의 전제로서의 현출적 양태로의 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기죄, 배임죄, 부진정부작위범 등 이러한 의무범 관련 범죄들은 작위

든 부작위든 의무를 위반했다는 쟁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4.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서설

이하에서는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했을 때, 각각 정범으로 처벌될 

경우 혹은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작위-

부작위’에서는 작위범이 행위지배를 하기 때문에 부작위범에게는 행위

지배가 없다고 치부해서 부작위범은 방조범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

었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부작위-부작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작위범에게 행위지배가 없다고 하면서, ‘부작위-부작위’ 상황에서의 

부작위범이 정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위지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위-부작위’에서는 작위범이 있으니까 작위범한

테 행위지배가 있다고 책임을 떠 맡기고, 부작위자는 행위지배가 없다고 

하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부작위-부작위’에서

는 작위범이 없고 부작위자만 있으니 누가 행위지배를 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작위-부작위’는 부작위범만 있기에 

행위지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다 무죄로 방면하면 되는 것도 아

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서 행위지배설을 주장하는 학설의 난

점이 생겨나는 것이다. ‘부작위-부작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행위지배 이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

작위 단일정범설을 주장하는 학설도 ‘부작위-부작위’ 상황에서의 정범

과 공범의 구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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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서는 행위지배가 없으니, 다 정범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 의

문이다. ‘작위-부작위’ 형태에서는 부작위자에게 행위지배가 없어서 

부작위범은 다 방조범이라더니 갑자기 ‘부작위-부작위’ 형태에서는 부

작위자는 다 정범이라고 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부작위자는 다 

정범이거나 다 무죄라는 양극단만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부작위-부작위'이면 '작위-부작위'일 때 없던 행위지배가 부작

위범에게 생긴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위에

서는 행위지배설의 한계가 있을 수는 없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의무범에서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기는 한다. 지배범에

서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인과개념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에 따라 인과의 존부를 달리 판단하

고, 그에 따라 인과관계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며, 

작위범에서 합법칙적조건설(gesetzmäßige Bedingung)과 귀속론을 택한 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가‘작위범과 같다’고 하려면, 부작위범에서도 객

관적 귀속을 인과관계(합법칙적 조건)과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695)

‘부작위-부작위’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의 정범과 공

범의 구별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부작위-부작위’에서는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과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에

서는 ‘부작위-부작위’에 관심이 그다지 없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부작위 방조는 이중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696)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 

되고, 부작위범은 제13조 제2항에 의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독일에서 부작위범은 한국에서만큼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우

리나라는 방조범은 제32조 제2항에서 필요적으로 방조감경이 되지만, 부

작위범은 제18조에 감경 문구가 없어, 부작위감경이 되지 않으므로 독일

보다 심하게 처벌받는다. 물론 독일에서 부작위감경은 임의적 감경이기

는 하지만 임의적 감경이라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결

695)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

회, 2018년 6월, 242면 

696) 부작위 임의적 감경도 될 수 있고 방조 필요적 감경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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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우리나라는 부작위범이 방조의 죄책을 인정받아야만 형량이 절반이 

되고, 부작위 자체에 대한 형량 감경은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형

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독일조문 형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2)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

가. 문제의 제기

부작위 참가자의 원칙적 정범설 예외적 방조범설을 주장하면서, 작위의

무의 내용이나 결과발생 방지의무의 차이에 따른 구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도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함에 

있어서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697) 그런

데 필자는 ‘작위-부작위’ 유형에 있어서도 원칙적 정범설을 취하는 것

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만,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도 원칙적 정범설을 

취한다는 것에는 더 회의적이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고 있는 경

우 상호간에 둘 다 부작위이다. 상호 부작위일 경우 이것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의 분류기준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에 대

한 학설과 논의는 거의 없고, 일부 견해에서는 기존 작위에 부작위로 가

담했을 때의 학설대립을 가져다가 해석한 것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잘

못됐다고 보인다.

부작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작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698) 부작위는 외계(外界)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사태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부작위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며, 부작위범에 있어서 불법내용의 경중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잠재적 행위지배라고 하여도 그 형법적 평가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고,699) 부작위자 사이의 관여형태는 각각 다르므로, 그

러한 차이를 근거로 부작위범의 불법내용을 단계 지워 부작위 상호간에

697) 신양균, 주 100)의 글, 147면. 

698) 송문호,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 –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1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0, 267면.

699) 이상돈, 주 66)의 책,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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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기

의 의사로 결과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정범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의

사에 대한 관여를 통하여 결과를 저지할 수 있다면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익보호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것이다.700) 이러한 관점 하에서 부작위 상호간 정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 보증의무자이면 행위지배를 하는 것과 마

찬가지의 규범적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규범적 행위지배개념이라

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 규범적 행위지배 개념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규범적 지배개념이라는 것도 결국 의무범

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규범적 지배개념을 사

태지배라는 용어로 우리 대법원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태지배라는 

개념도 원래는 없다. 사태지배라는 용어도 만들어진 관념(Begriff)의 일환

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부작위에 있어서는 의무라는 개념만 존재하는데, 

이 의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태지배, 원인지배, 규범적 행

위지배 등등의 어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형성지배

(Gestaltungsherrschaft)701)라는 개념이 없지는 않다. 이러한 형성지배적 

관점에서 보면 사태지배가 행위지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 

것만은 아니지만 형성지배라는 개념이 의무범과 행위지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나. 규범적, 잠재적 행위지배 개념의 부정

결과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부작위자가 정범이 되고, 결과방지

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조범이 된다는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잠재적 행위지배라는 것은 결과방지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경우에

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잠재적 행위지배를 부정하여 종

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는 잠재적 행위지배의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

700) 이용식, 주 134)의 글, 164면.

701) Wilfried Bottke, Täterschaft und Gestaltungsherrschaft : zur Struktur von 

Täterschaft bei aktiver Begehung u. Unterlassung als Baustein e. 

gemeineurop. Strafrechtssystems. - Heidelberg : Müller, 1992. - VIII, 17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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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한다.702) 잠재적 행위지배 개념은 부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읽힌다. 생각건대 행위지배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가담

을 따지기에 잠재적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 학설

① 구별부정설

단일정범표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부작위범은 눈에 보이지 않으

므로 정범과 공범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가

담자에 대한 정범과 공범을 따지지 않은 채 부작위는 다 정범이라고 하

기에는 가벌성의 확장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위 살인범이 살해를 한다

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작위 정범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보증

인 지위에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이 된다면 그 기준이 필요하다. 부작위는 행위지배가 없는데 어느 경우 

방조가 되는가? 그 기준을 정립할 수 없으면 부작위는 의무위반이기 때

문에 모두 다 정범이 된다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다. 부작위에서

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정범이라는 것이다. 작위 

정범에 가담하는 부작위가 케이스이지만 그렇다면 ‘부작위-부작위’ 일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작위는 행위지배가 없으니 둘 다 정범인가? 어

느 때 정범과 같은지 어느 때 공범과 같은지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방

적 정범설 또는 일방적 공범설이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거의 방조범설이 될 것이다. 원칙적 방조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범으로 보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칙적 

방조설이 대체로 맞지만 정범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조금이나마 존재할 

것이다. 기존 논문 중에 부작위범 상호간의 경우를 다루어 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 논문들에서도 기준 제시는 못하고 있다. Roxin 교수는 교과서

에서 동가치성기준설을 인용하고 있으나 별 가치는 없는 것으로 취급했

다. 생각건대 동가치성기준설이라는 것은 감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하고 

702) Claus Roxin, 주 231)의 책, 46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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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우리 판례문헌은 동가치성설을 취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동가치성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

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모든 법적 평가에 내재하는 

불명확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불명확성을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은 구별할 수 없다고 정범설로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가 출

발할 때 제기했던 소위 평가모순의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그대로 남게 

된다.703)

② 구별긍정설

구별부정설은, 보증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범으로서의 죄책

을 부담하는지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

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작위의무에 위반하면 전부 정범이 되는 것이 아

니며, 부작위에 의한 공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정범이 될 수도 있으며, 종범이 인정될 수도 있다.704)

Löwenheim에 따르면 단독으로 결과를 저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 여부와 

법익보호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가 아닌가 여부에 의해 보증인의 사회

적 역할을 평가하여 부작위 상호 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게 

된다고 한다.705) 이 입장은 부작위 상호 간 정범과 공범 구별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검토

A.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 동가치기준설 적용가능 여부

의무범 이론을 확립한 Roxin은 의무범과 지배범의 구별은 목적론적인 

문제, 그것도 개별 구성요건해석의 문제이고, 입법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의무범과 지배범 중 어떤 것으로 형성할지를 선택한다

고 보았다.706) 유기죄는 의무범이므로 의무범 이론에 따른다면 유기죄 

703) 이용식, 주 102)의 글, 284면.

704) 이용식, 주 134)의 글, 151면.

705) Löwenheim, Anstiftung durch Unterlassen, 1962, S52.

706) Claus Roxin, 주 231)의 책, 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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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밖에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의무에 위배가 되면 작위

이든 부작위든 상관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작위 유기죄 정범이 아닌 부

작위 유기죄 정범으로 보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유기죄의 정범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 부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707) 그렇지만 대법원은 보호자에게 유기치사를 인정했

다. 여호와의 증인 사건708)에서 부모가 수술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은 것

은 부작위 유기치사가 아니고 그냥 유기치사이다.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

사라고 쓰면 적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배임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

작위 배임죄라는 죄목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작위 배임죄, 작위 배

임죄라는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배임죄로 볼 것이다. 유기죄나 배임죄

는 형법각칙에 구성요건이 적시돼 있는 의무범이기 때문이다. 배임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709)

B. 소결

결국 부작위에 행위지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부진정부작위범은 지

배범보다는 의무범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런데 부작위에서의 사태에 대

한 지배라는 용어가, 작위범에서의 지배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작위범 영역에서의 범행지배의 개념이 부작위에서의 사태지배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된다.710) 사태에 대한 지배가 작위범에서의 지배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면, 행위지배 기준의 부작위범에의 전용을 부정하는 견해

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711) 행위지배 기준을 부작위범에 

쓰는 것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결국 사태지배라는 말을 쓰

는 것은 행위지배 기준을 부작위범에 전용하려는 책략이라는 것이고, 그

707) 최우찬,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양심범과의 관계”, 형사

판례연구 I, 박영사, 1993, 100면.

708) 대법원 1980. 9. 24, 79도1387 판결

709) 이용식, 주 192)의 책, 61면

710) 최호진,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

과 비판”,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1면 이하.

711) 이용식, 주 134)의 글,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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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인다.

부작위 판례도 그렇고, 일각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무를 사태지배

로 치환하는 것은 의무범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작위에서의 

기준을 부작위에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의 발로라 생각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범론적 개념이 생소하고 희박하

다는 방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의무범론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712)

판례를 비롯하여 일부 학자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사태지배를 부작

위 행위지배라는 용어로 치환하기도 한다. 부작위 행위지배를 규범적 지

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713) 그런데 규범적 행위지배라는 말도, 의

무라는 개념으로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인정(不認定)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작위 행위지배라는 의미는, 

작위범에서의 행위지배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인과관계라 부르든 객관적 귀속이라 부르

든, 이론의 명칭을 떠나 부작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

인 점이 중요할 것이다.714) 부작위에 행위지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규범적 지배라든지 혹은 잠재적 행위지배라는 말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범적 혹은 잠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의무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규범적/잠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행위지배설

적 관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방향(Willensrichtung)과 일맥상통하게 된

다. 그런데 부작위에 행위지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원론적으로, 부작위

도 행위개념에 포섭시킬 수는 있겠지만, 행위지배 개념에서 말하는 유형

712) 김성돈, 주 47)의 책, 591면.

713) 심리적·규범적 개념으로 범행지배를 환원시키면 범행의 현실적 모습이 

왜곡되기 때문에 심리적·규범적 범행지배를 부정하는 견해로 이상돈, 주 

66)의 책, 538면에서 “가령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인 부인 乙에게 말하여 丙

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게 한 사례에서 만약 乙이 그 돈이 뇌물임을 알고 있

었다면 부인 乙에 대하여 공무원인 남편 甲은 혼자서 의사지배 형태의 범행

지배를 하고 있고, 부인은 신분범에서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로서 

무죄가 되는데, 이는 공무원인 남편 甲이 심리적 규범적 범행지배 또는 사회

적 범행지배의 개념이라고 부르는 데 대한 이견”을 표한다.

714) 원형식, “부진정부작위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앙법학, 제12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0,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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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지배는 부작위에는 없다. 부작위에는 의무의 강약만 있을 뿐이

다. 부작위범에서의 의무를 사태지배로 치환하는 것은 의무를 받아들이

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행위지배설과 의무

범설의 중간적 영역(Kreis)이라는 견해도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Rox

in 교수가 주장했던 의무범 견해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Roxin 교수는 의무범의 강약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기는 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사태지배라는 언급을 한 것은, 인과성(Kausalität)과 목

적성(Finalität)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범행지배라는 개념은 작위범 영

역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작위범에서는 

이러한 사실적 의미에서의 사태지배 내지 그 조종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도 규범적 기준, 즉 부작위범

의 불법을 구성하는 의무의 내용이 된다는 견해가715) 있는데, 본고에서 

사태지배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유사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3)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이론과 판례에의 적용

독일에 있어서도 부작위 공동정범의 이론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도 없지는 않았다.716) 하지만 대체로는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설의 입장이었다. 제조물의 출하 후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제품

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침해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불회수결정

에 관여한 복수의 회사 간부에 대하여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표적

인 사례이다.717) 이하에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판

례에 적용하며 판례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가. 세월호 판결에서의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세월호 판결인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

715) 허황, 주 85)의 글, 293-294면 주 59). 

716)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제2판, 1988, 

S.189.

717) 발터 페론/조병선 역, “1990년 7월 6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책

임에 관한 피혁보호분무기 판결”, 법학논집(청주대) 제8집, 1994, 21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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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

렀다. 즉, 세월호에서도 부작위 공동정범이 문제가 된 것 같다. 판결 자

체에서는 결국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유기치사죄가 됐

다. 세월호 사건의 선원들은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나 공범으로 못 갔

다. 1등 항해사 이하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매 1심도 처와 의사들을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보았다. 세월호 사건

에서는 검찰이 선장 및 선원들 이외의 사람들까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

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기소 범위를 선장과 선원들의 경우로 좁

히면 공동가공행위를 인정할 가능성 자체는 없지 않을 것이다. 설사 세월

호 사안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부작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세월호 사안에서 범죄실현에 관여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각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작위행위, 즉 각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결과방

지가 가능하였고 각자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부작위 공동정범

이 되지 않을 것이다.718) 반면에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

인하는 것으로 족하며 따라서 세월호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719)도 있다. 

우선, 택일적 인과관계라는 개념에서는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의 부작위가 세월호 사건 결과 발생하는 데 있어서 택일적 관계라는 것

이다.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자신에게 요구된 행위인 퇴선명령을 각자 이

행했더라면 타인의 협력이 없더라도 승객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이라 한다. 각자의 구조행위에 타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

라는 이유를 들면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는 동시범으로 처벌하면 되

고, 굳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720) 그리고 세월호

가 공동정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로, 선장과 나머지 1등 항해

사, 2등 항해사 간의 위계질서에 대한 고려를 배제했다고 한다. 그러면

718) 허황, 주 85)의 글, 284면 주 18).

719) 김태명, 주 220)의 글, 89-91면.

720) 허황, 주 85)의 글,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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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법원 다수의견에서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간의 위계질서

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장과 항해

사들 간의 위계질서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원들

이 선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각종 법령 및 고용계약에서 도출

될 수 있는 것인데, 형법상 인정될 수 있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

는 의무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721)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도 제시된다. 독일해양노동법(Seearbeitsgesetz)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르면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선장의 책임’이라는 표제하에 

“선장은 모든 승무원의 상관이다. 선장에게는 승무원과 그 밖의 승선하

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상의 명령권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선장은 

선상에서는 최상의 지도자이고, 사법적�공법적 보호법익을 수호하기 위

하여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Master next God’(신 옆의 선장)이라 표

현할 정도로, 선장의 전통적인 역할이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다.722) 이 견

해에 따르면 선장의 책임과 지위가 모든 승무원들보다 높은 이유는 단지 

법령 및 고용 계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책임의 관점에서 최상의 지도자격으로 선장을 구별 짓고, 사법

적 및 공법적 보호법익의 수호자이기에 의무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단

한다. 선장과 항해사들 간에 보증인의무의 차등이 발생하는 근거는 선장

의 책임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장의 책임에서부터 선장의 1

차적 의무성이 발현된다고 생각된다. 단지 고용계약이나 법령에 써 놓았

기 때문에 선장의 의무성이 선원들의 의무성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한

편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장과 1, 2등 항해사를 공동정

범으로 보지 않고, ‘부작위-부작위’로 보았다. 살인죄 공동정범이 아

니라고 본 것이다. 

① 검찰의 입장

검찰은 구호조치를 불이행한 선장 및 선원들과 선사의 과적 및 부실 고

박, 부실 점검, 교육미실시, 운항관리자의 감독 과실,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성수대교 사건 

721) 앞의 글, 284면 주 19).

722) 이창섭, 주 238)의 글, 155-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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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형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들을 인용하면

서 세월호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인정되고, 

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상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공동

정범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특별히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검찰은 전체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각 행위자별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을 엄

격히 요구할 경우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723)

② 선박침몰원인제공자들과의 관계

각자의 구성요건 및 범죄행위 시점 자체가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공

동가공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부작위범에 대한 가담이 있었는지에 관

해서 보더라도 선박 개조 등에 관여한 사람들의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후의 구조의무 사이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이전의 

선박 건조 및 관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 사고 발생 이후 발생한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내지는 공동의 목표가 있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724)는 의견이 있는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사

건 당일 구조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까지 공동정범

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판결에서는 개인만 처벌받은 것은 아니고 법인인 

청해진해운 주식회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고작 1천만 원을 선

고받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문제는 있다. 304명의 인명을 앗아간 기

업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것은 유사한 동종 사건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과 다

를 바 없다.725) 비록 민사재판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건 4년만인 2018

년 7월에 국가책임이 인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임직

원들, 당시 경비정 123정 정장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고려할 때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민법 등 형법외적 법률에서 손해의 배상과 분담을 포함한 모든 

723) 권노을, 주 182)의 글, 291면.

724) 앞의 글, 293면.

725) 안정빈, 주 548)의 글,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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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제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을 최대한 좁게 인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견지한다. 그래서 형법의 적용영역을 최대한 축소

하고 개입시점을 최대한으로 늦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사회

활동을 넓게 인정하자는 의도를 실현시킨다.726)

③ 구조책임자와의 관계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위의무자가 과실로 구조의무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각자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부담하는데 있

어서는 공통점이 있고, 함께 구조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상호간의 의사연락

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어

떠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에 연락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작

위에 있어서는 서로의 부작위에 대한 의사연락은 있어야 한다. 한쪽은 

상대방이 구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위의무의 이행을 미루었

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무를 잘못 이행

하고 있었다. 이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태도를 분명히 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727)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승객들에게 배에

서 내리라고 방송하지 않고 퇴선 유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

하게 한 혐의로 당시 해경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

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에 비추어 보아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의

율할 가능성도 없지만은 않아 보인다.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과실 부작

위범에 있어서는 독일에서는 부작위범으로 보고, 한국에서는 과실범으로 

본다. 

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위반 행위(작위)가 동시에 부진

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

에 작위와 부작위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는 과실

행위수행의 한 내용을 구성하므로 법적 평가의 중점은 결과를 야기하는 

726) 임석원,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 형사법익과 민사법익

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 ,한국법학회, 2011, 292면.

727) 권노을, 주 182)의 글,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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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작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728)

④ 검토

검찰이 선사의 과적 및 부실 고박, 부실 점검, 교육미실시, 운항관리자

의 감독 과실,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공동정범으

로 기소하였기에 이 점은 각자의 구성요건 및 범죄행위 시점 자체가 명

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공동가공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선

장 및 선원들 이외의 사람들까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문제

가 되었지만, 범위를 선장과 선원들의 경우로 좁히더라도 공동가공행위

를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 모의가 없어야 부작위

모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위이다. 따라서 부작위 공동정범에는 

모의가 없어야 한다.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의사들 

간에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의사들 간에 부작

위 살인행위를 하자는 모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월호 판례에서도 선장과 선원들 간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말자는 모의가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선장과 선원들 간에 승객

들을 구조하지 말자는 모의가 없었다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

장과 선원들 간에 원칙적으로는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다. 그렇다면 법인인 선사와 선장 간에는 승객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지 

말자는 모의가 있었는가? 가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법인

인 청해진해운을 자연인인 선장 및 선원들과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의율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선사 측 직원들인 자연인과 선장 및 선원들 간

에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케어코리아 판례에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부

작위범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만을 밝히고 있을 뿐, 나아가서 공동정범으

728) 정성근�박광민, 주 246)의 책,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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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729),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이미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케어코리아 사건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닌 

진정부작위범 판례인데 판결문730)에서는 부작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실

장들에게 작위의무가 없어서 ‘부작위-부작위’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

은 것이지 ‘부작위-부작위’ 공동정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케어코리아 사건731)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작위 공

동정범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시로서의 의의는 충분히 있었다.732) 공중위

생관리법733)상 지점을 내려면 신고할 작위의무가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는 대표이사나 또는 영업소가 귀속되는 주체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

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들처럼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신고의

무가 없다. 그리하여 지점에서 영업하는 실장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실장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신고의 작위의무

729) 김태명, 주 220)의 글, 83면.

730) 대법원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

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73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케어코리아 판결)

732) 권노을, 주 182)의 글, 283면에 따르면, 케어코리아 판결은 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공통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만 이행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다수가 공통으로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작

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된 의무’와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이라는 표

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통된 의무’에는 각자 동일한 

의무를 중복해서 부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가지는 2인 이상의 협

력 또는 분업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진정부작위

범에 있어서 이행가능성에 결과발생방지 가능성을 포함시켜 본다면, 공동정

범의 성립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혼자서는 이행이 불가능하지만 함께 

할 때는 이행이 가능한 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7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개정 2005.3.31.>)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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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부작위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부작위의 공동

정범이라는 취지의 공소제기이다. 그렇지만 실장들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위의무가 있는 자와 작위의무 

없는 자를 한꺼번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므로 작위의무 없는 자에게는 

당연히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작위의무가 있어야지만 제33조

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세월호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선장과 선원들

은 모두 작위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있겠는가? 정범이 부진정부작위범

(진정신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를 통해 정범의 범죄에 가담하는 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없더라도 제33조의 적용을 통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

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734)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① 부작위 공동정범과 과실범과의 관계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 법익침해라는 결과발생, 주

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관계가 있어야 한

다.735)

과실 부작위범이 성립하면 과실범의 주의의무에도 위반하고, 부작위범

의 작위의무에도 위반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과실 부작위

범이 성립할 것 같다.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위반할 경우에는 과실 부작

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가벌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부작위범으로 보게 되면 형량을 절반으

로 감경해주기 때문에 주의의무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위범으로 보더라도 형량을 줄여주는 조문이 없기 때

문에 과실 부작위범은 과실범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

과실범에서 보증인의무는 주의의무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증인의무는 있

으나 보증인지위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736) 대법원이 원래의 

논지를 벗어나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734) 김성돈, 주 47)의 책, 688-689면.

735) 정유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과 한계 - 주의의무와 법인 

책임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57면.

736) 이상돈, 주 96)의 책,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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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동시범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인과관

계의 문제를 건너뛰어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때문

이며, 만약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면, 각 가담자의 행위부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가 되므로 이 ‘전체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동시범으로 인정될 경우와 같이 

각 가담자의 기여행위 가운데 결과발생에 원인된 행위가 어느 것인가 하

는 인과관계의 존부판단은 필요가 없게 된다.737)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과실 개념의 본질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으로 인정하는 사안은 제19조의 동시범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다수 행위

자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입

증하기 곤란한 사안에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제19조의 동시범에 관한 규정이다.738)

그런데, 공동정범 인정의 이유를 인과관계 입증 곤란 문제로 치환하는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연 인과관계 문제를 건너뛰어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인지 아니면 법이론적으로 인과관계

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부

작위 공동정범 판단에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부작위범의 공

동정범과 같은 구조인지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정책

의 문제인지 도그마틱의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가령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조문을 입법하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

라고 한다면 그 입법은 옳은 것인가? 그러한 입법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서 또는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국민 구성원 만장일치에 의한다고 해서 

허용하게 된다면 나치스법 또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법 등이 창설될 위

험이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혹은 국민 대다수가 찬

성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도그마틱의 영역이 있다. 

가령 배심제를 채택할지 말지는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반대신문

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737) 김성돈, 주 47)의 책, 621면.

738) 정승환,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년 7월,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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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다.739) 과실공동 공

동행위인식설을 취하면서, 주의의무위반적 행위, 즉 과실의 공동이 있을 

뿐 아니라 행위의 공동이 있고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740)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개

별 과실범 각각을 따로 떼어두어도 과실범의 성립이 가능해야 하고, 행

위 공동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라 생각

된다. 선박사건의 경우 선장, 선원 및 선주, 해경 등 구조책임자들 간에 

과실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실익이 있는 구조이다. 

작위의무 유무의 문제는 보증인적 지위의 존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

작위범 고유의 문제인 반면, 작위의무 내용의 문제는 결과회피의무 내용

의 특정 문제와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

니라고 한다. 보증인의무와 주의의무가 둘 다 문제가 된다면 보증인의무 

즉 작위의무란 결과발생의 저지의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를 다하라는 내용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

우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주의의무위반과 작위의무위반이라는 것

은 주의의무위반이 작위의무위반을 포함하는 형태로 중복된다고 한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이라 부를지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라 부를

지도 선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741) 참고로 주의의무위반과 보증의무

위반의 구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의

무의 위반(부작위범의 요건)과 별도로 주의의무위반(과실범의 요건)이 인

정되어야 하지만 보증의무와 주의의무는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이는 보증의무는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

는 면이 있고, 주의의무위반은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에 따라서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

범의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작위범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설명이 기본적

으로 타당하고, 주의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작위자가 그 주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며 주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의의무

739) Puppe, Wider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GA 2004, 133면 이하; 

Bockelmann/Volk,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4면

740)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7], 1999, 105면.

741) 김정현, 주 579)의 글, 236-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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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여부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를 중간 사고절차에 개입시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

이다.742) 고의범의 구성요건은 고의에 의한 결과의 야기만으로 충족되지

만 과실범범의 구성요건은 결과의 야기 외에 항상 주의의무위반을 요구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성요건구조는 질적으로 근본

적으로 다르다(Aliud)고 간주해 왔으나743), 고의범의 구성요건에도 과실범

의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주의의무위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

다.744)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판례로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있다. 대법

원은 일찍이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왔

다.745) 그 전의 태신호 사건746)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설의 입장

이었으나,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실범의 공동정

범을 인정했다. 가령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에서는 “형

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

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

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

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747) 성수대교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판결)에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

상과실치사상등 죄에 대하여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검토

선장과 선원의 관계는 같은 병원 의사 상호 간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된

다. 평상시에는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수직

742) 김성돈, 주 47)의 책, 571면.

743) Schüneman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GA 1999, S.220f

744)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 174면. 

745) 신동운, 주 522)의 책, 616면.

746) 대법원 1956. 12. 21. 4289형상276

747) 신동운, 주 522)의 책, 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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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업관계이고, 지휘 감독을 받는 선원들이 평소에는 선장을 신뢰할 

수 있지만, 신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선원들은 결과회피의무

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과실범에서의 일반적 주의의무는 각 개인에게 따로따로 부과되고 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논거로서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748)

반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근거지우는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입

장749)도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보증인들이 공동하여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대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고, 어느 보증인이든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부작위로 인한 결과에 단독정범으

로서의 책임이 이미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750) 책임자의 처벌범위 

문제에 있어서 대형사건 발생초기에는 책임자 처벌범위가 폭넓게 거론되

는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폭 축소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자는 소수로 줄어든다고 한다.751) 이 점에서 실제

로 대형사고의 빈발이 근절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작

위 공동정범은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최

근의 유치원 통학차량 사망사건도 세월호사건의 선박침몰원인제공자들과

의 관계와 유사한 구조이다.

성수대교 판례752)는 공동정범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불문한다고 하

여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 어떠한 행

위에 관한 서로의 의사연락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는 위 의사

연락의 범위를 공동의 목표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가담 

이전의 타인의 행동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사안도 각 관여자들의 행위가 단계적으

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가 

748) 허황, 주 85)의 글, 293면 및 293면 주 58).

749) 김동률, 주 52)의 글, 66면.

750) 앞의 글, 57면 이하

751) 하태영,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 형법학의 새로운 길 -, 파주: 법문사, 2007, 

474면.

752)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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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에 관계된 모든 행동들에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753)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이라는 표현은 다수가 공통의 의무

를 부담하더라도 각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공동정범이 아닌 각자의 정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구태여 공동정범을 인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혼자서도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

께 작위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754) 이 견해대로라면 대법원의 공통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소위 공동

정범 사례에서 공통의 의무부담을 언급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입장을 

세월호 소수의견에 적용하자면, 세월호 소수의견은 부작위 공동정범 적

격성을 언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부작위 공동정범 부정설의 

의견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소수의견 입장

에서는 공통의 이행이라는 어휘를 실질적(materielle) 공동정범 사례가 아

닌 형식적(formelle) 공동정범 사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대단히 

넓게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지를 밝히기 

힘든 경우 모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오해라고 생

각된다.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형벌규정에서 요구하는 요

건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확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그 범죄유형의 특성에 맞게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가 진정부작위범에서 의무의 공통성과 공통으로

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작위범의 특성을 반

영한 것으로서 부진정부작위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앞으로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기보다는 각 범죄의 특

성에 맞게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755)

다. 부작위 보증인 간 힘의 차이

가령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부작위로 물에 빠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753) 권노을, 주 182)의 글, 292-293면.

754) 김성룡, 주 173)의 글, 37면.

755) 권노을, 주 182)의 글, 296-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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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만 볼 때 어머니는 정범이 될 것인가 방조범이 될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부작위 정범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까?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둘 다 부작위 정범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둔 집안 분위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꼼

짝 못하는 관계가 될 경우 어머니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정범으로 처벌이 될 것

인가. 아마 이러한 경우에는 평등한 관계에서와는 다른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을 근거리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

들에 대한 공동보증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인 정도를 넘

어서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이라면 어머니는 공동보증인적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아버지에게 1차적 보증인 적격, 어머니는 

2차적 보증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아버지 지시만 따라야 하는 억압적 가정환경에서 어머니가 무슨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김보은양 사건을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을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보은양 사건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인 김보

은양을 만9세부터 간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처와 의붓딸을 함께 합방

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1950년대 형법 제정시만 하더라도 제32장에서 정조756)에 관한 죄로 성

폭력 범죄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보

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전환되었는데757), 김보은양 사건

은 시기적으로도 1992년에 발생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닌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보더라도 의붓아버지를 성폭력범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보은양의 친모로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부

부 사이는 보증인 역할을 함에 있어 자녀에 대해 동급(同級)의 의무자이

756) 최종고, 근대 사법 100년이 낳은 한국의 법률가상, 서울 : 길안사, 1995, 

299면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정조(貞操)에 관한 남녀 동일의 형벌을 규정하

여 방임되었던 남자의 정조이념을 강조하였다. 

757) 유주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2019년 형사판례연구

회 공동 학술세미나 –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

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2월,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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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억압적 관계도 상정할 수는 있을 수 있다. 김보은양 사건은 

부부간에 힘이 동일하지 않은 억압적 환경도 있을 수 있다는 예시로 설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사태지배적 힘이 

센 상황일지언정, 아버지가 인륜을 벗어나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딸에 대한 1차적 보증인 적격을 지니

게 된다. 아무리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 하더라도, 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딸에 대한 2차적 보증인 적격

이 아니라 1차적 보증인 적격을 갖게 된다. 1차적 보증인 적격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딸을 매번 간음하려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든 자신의 어린 딸을 보호했어야 한다.758)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1차

적 보증인 적격성이 있고 항해사들이 2차적 보증인 적격성이 있지만, 선

장이 술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선원들이 2차적 

보증인 적격에서 1차적 보증인 적격으로 상승한 구조로 보는 것과 유사

하다. 

① 의무의 승격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처나 의사들이나 다 같은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부작위 살인죄 각각 정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

지 부작위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나 의사들은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보라매병원 사안에서 처의 위치는 세월호 

사건에서의 선장의 위치와 비슷하다. 처는 의사들에 비해 일단은 더 직

접적인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가 퇴원요

청을 하여 퇴원이 된 이후에는 의사들에게 계약사항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의하지 않는다. 가사 처가 환자에 대한 퇴원요청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

도 – 즉 치료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 환자에 대한 처

의 법률상 보증인적 지위759)와, 치료계약상 형성된 의사들의 보증인적 

758) 그랬다면 예방적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논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759) 참고로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착오는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인식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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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료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의사들의 보증인의무는 처의 보증인의무와 같아진다

고 생각된다. 가족이기에 발생하는 보증의무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

증의무보다 우선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는 의사들과 함께 

동일한 의무성을 지녔다. 그런데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에 대해 처가 

비정상적으로 퇴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퇴원요청을 하는 이유가 평

소 남편의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처의 이러

한 퇴원요청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의사들도, 처에게 환자가 치료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처가 기뻐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던 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 입장에서

는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의사들은 처

의 퇴원요청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주지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러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해 치료계약을 맺고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들은 응당 1차적 보증인으로 승격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의사에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치

료에 대한 ‘법적, 계약적, 조리’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것은 의사의 자발적 인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760) 또한 의사의 치료계속의

무는 반드시 도덕적 의무라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조리를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조리상의 작위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761)

환자를 퇴원시키면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 및 의사들 외

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신경 써 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처

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를 맡

았던 의사들밖에 없다.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만약 의식이 있었다면 의

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주길 기대했을지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해답은 명약관화하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

없거나 하는 경우로써, 과실범 혹은 (불능)미수범 여부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냥 착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사용에 일관성이 없

다.

760) 김성룡�백자민, “의료계약과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29집, 2008년 12월, 43면.

761) 앞의 글,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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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

규에 부합한다.762) 이를 반대해석하면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길 원치 

않는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 남편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좌시하거나 

약하게 처벌한다면, 의료인을 매개로 한 살해행위가 생겨날 수도 있기에 

위험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영역에서는 다양한 의사의 법적 의무를 설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기초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763) 그

런데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의 퇴원이 어렵게 되고,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도 방어진료, 방어적 검사를 하는 면피적 의료행위와 의료

행정에 경도될 수 있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던 환자도, 의사의 견해와 달리 퇴원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퇴

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각서 작성 및 퇴원수속 지체에 시달

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처 혼자서 1차적 보증인의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 의사들이 처와 공동하여 1차적 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1차적 보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서는 선원들이 1차적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보라매병원 

의사들의 경우와 유사할 것이다. 

A. 1차적 보증인 지위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도 자녀의 수술을 요청했던 부모가 수혈을 거부

하게 될 경우, 아이가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사가 인지하는 순간, 

762) 김장한,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2016년 12월, 260면.

763) 김나경,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 구성”, 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 8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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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하

에서는 의사는 계약에 의해 수술을 떠맡은 2차적 보증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와 동급의 1차적 보증인의 지위로 격상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거부를 하더라도 수혈을 하여 아이를 일단 

살렸어야 의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다. 만약 수혈을 하지 않는다면 아

이가 죽을 것을 인지한 의사가, 여호와의 교리를 내세우며 아이에게 수

혈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의사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할 상황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에게 수술 중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764)이 2014년에 나오기는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조가 조

금 다르다. 그동안 자녀의 수혈 치료를 거부한 부모에게 유기치사죄 등

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의사가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2014년 대법원 판결 사건이 처음이었는데,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

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

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이 없고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

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

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765)”고 밝혔으며, 이는 환자 보호자가 아닌 

환자 본인이 타가수혈에 반대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조이기에, 어린 딸의 

수혈을 거부한 보증인인 어머니가 사건의 핵심으로 등장했던 기존 여호

와의 증인 수혈 거부 사건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대법원은 생명과 자

기결정권을 대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환자

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생명에 대해 대신 결정했던 기존 

76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76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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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안과는 달리) 환자본인이 직접 무혈수술결정을 하여 그로 인해 침

해되는 제3자의 이익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성인 환자에

게는 자기결정권766)이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

제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소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

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

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

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을 때다. 환자의 자기결정권767)은 인격권

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환자가 사망했으니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는 아

닐 것이다.  

기존 형법 대표 판례로 제시되는 여호와증인 판례 사안처럼, 어린 딸의 

수혈을 거부한 어머니 사안이라면 의사에게도 다른 책임이 주어진다. 

어머니의 수혈 거부로 어린 딸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제3자768)의 이익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고 어린 아이의 보증인인 환자 

보호자와 의사 간에 이러한 결정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어머니 말만 듣고 

환아에게 아무 행위도 안 한 의사에게도 작위 살인 방조범 또는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했을 것이다. 물론 환자가 의사에게 살해를 촉탁하

766)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진료거부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반론에 관하여는 김영환, “한국에서의 안락사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

해”, 법학논총 제28집 제4호, 2011년 12월, 26면.

767)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

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

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 그중에서 일반적 자유권으로 파악하

고 있다.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4년 8월, 65면.

768) 수혈 거부 결정권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 본인이 아니고 제3자

인 어린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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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환자가 살아난다면 환자에게 촉탁살인죄의 교사범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가. 아마 불법이 없다고 보아 의사와의 공범성립 안 된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B. 1차적 보증인, 2차적 보증인

세월호 판결을 보면 확실히 선장과 선원들 간에 보증인 의무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등을 둔 근거는 보증인적 지위의 강약 혹은 다

른 말로 보증인의무의 강약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다

수의견은 선원들이 아직 2차적 보증인이 승격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

다.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에 의해 1차적 보증인과 2차적 보증인이 구분

이 된다.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퇴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선장이 하는 것

인데 선장이 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는 결론이 도출된다.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에서는 선원들이 내려야 할 것 같지만 세월호 상황은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다. 작위의무는 선장도 있고 1

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도 있어서 선장이나 1, 2등 항해사들이나 다 

보증인이 되는데 그 정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1차적인 책임은 선장

이 져야 하고, 선원들은 2차적인 보증인이다. 사회적�규범적 관점에서 선

장을 1차적인 보증인, 선원들을 2차적인 보증인으로 구분한다. 사회에서

는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구조와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달

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목소리 낼 수만 있으면 선장이나 선원이나 

당연히 다들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규범적으로는 1차

적인 책임 - 정범의 책임 - 을 선장에게만 묻고 있다. 사회적으로 1차와 

2차를 나누지만 비정상적 상황에서 1차적 보증인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고유한 지배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없이 2차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1차적 책임자로 승격해 정범이 될 것이다. 세월호판결에서 소수의견은 

그런 비정상적인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다수의견은 그렇게까

지는 보지 않고 원칙적인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항

해사들은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되어야 하는데,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는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방조가 되지 않고 그냥 유기의 고의뿐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살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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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없었고 유기의 고의만 있는데 치사를 했으니까 유기치사의 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

이다. 항해사들의 이러한 부작위를 살인죄의 방조범이라고 볼 수도 있

고, 유기치사의 정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라면 문제

가 있어 보인다. 부작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야 있겠지만,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를 자

유롭게 넘나드는 것까지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범

과 공범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종범의 방조행위는 정신적 지원을 포함해 그 방식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

고 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동가치성 판단은 작위에 의한 종범

행위와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 정범의 작위행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769)   

의무의 강약이라는 것이 질적인 측면인지 양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질과 

양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다. 

어차피 부작위라는 개념, 의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의무범설을 따르되, 의무범 안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가

능하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고, 의무범의 

개념에는 ‘원칙적 의무범’�‘수정된 의무범’ 같은 분류는 없는데770), 

다만 의무범의 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에 있어서 의무의 강약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수 있다는 하위 카

테고리가 있다는 것이 취지이다. Schünemann 교수는 의무범설을 인정하

지만 의무범 안에서 사태원인지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정범과 공범으

로 구분한다. Schünemann은 의무범설을 취하면서도 원인지배를 기준으

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해 준다는 것이고, 필자는 의무범설을 취하되, Ro

xin의 의무범설과는 달리, 의무의 강약을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분

해 주자는 것이다. ‘원칙적 의무범’�‘수정된 의무범’ 같은 구분 개

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진대, 의무범이면 의무범이고 의무범 아

니면 의무범 아닌 것이지, 수정된 의무범이라는 개념은 본디 개념분류상 

769) 임석순,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

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128면. 

770) 또한 광의의 의무범, 협의의 의무범 같은 분류도 적절치 않을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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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작위자를 모두 정범으로만 처벌하기는 너무 

가혹하니 의무의 강약에 따라 혹은 상황의 가변에 따라 때로는 부작위 

종범으로 처벌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의무범설 안에

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의무범설과 근원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이론은 아니다.

② 유기의 개념과 의무범

A. 판결에서의 유기치사상죄

과거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의 딸에 대한 수혈 거부 사안에서는 여호

와의 증인인 부모는 부작위 살인죄로 의율되지 않고 유기치사죄가 됐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선장을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죄로 

보았다.  

유기치사상죄는 단순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의 죄를 범하여 요부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771)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 유기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부상한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사케 한 경우에 유기치사죄와 교통사고 후 

도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는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로서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범죄만이 성립한다.772)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

을 뺑소니에 준해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세월호 사건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와 비슷하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가 있다.

세월호 판결에 있어서도 항해사들은 결국 부작위 살인죄가 되지 않고 

유기치사죄가 됐는데, 더 이전인 1970년에 발생한 남영호 사건에서는 선

원들에게는 아예 죄가 되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

들 대다수가 사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남영호 사건773)에서는 

771)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 예컨대 부작위에 의한 상해치사의 성

립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맞을 것은 같은데 구조를 어떻

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

772) 임웅, 형법각론 제8정판, 법문사, 2017, 131면.

773) 김종길, “해운계의 숨은 이야기 : 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건”, 한국해사문

제연구소, 2000,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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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침몰하여 326명이 사망하였고, 삼풍백화

점 참사에 이어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 단일 사망사고를 기록하였던 사

건이지만, 남영호 사건에서 선장은 2년 6개월, 그리고 선주는 6개월의 

징역을 부과 받아 세월호 사건에 비해서는 작은 처벌을 받았다.774)

물론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가 퇴원을 요구하고 의사들에게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부작위로 평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도 일

응 수긍할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처가 의사들에게 남편을 퇴원시켜달

라고 강청(強請)한 것은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

죄의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심, 2심, 대

법원 모두 처가 남편에 대한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중점을 두

어 처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처는 의사들에게 퇴원을 강청

(強請)하고 의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남편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처가 퇴원을 요구하고 호흡기를 떼어 달라고 한 것이 부

작위로 평가되는 점을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세월호 사건 다수의견에 따르면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

휘를 받아서 움직일 뿐이고, 선장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는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고,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유기치사에 그친

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는 선장의 명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에 불과

하기 때문에 사태를 지배하고 있지도 않고, 항해사들에게 살인죄의 미필

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775) 항해사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774)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살인방조,업무상과실치사등]

    판례로 미루어보건대, 1970년에 발생한 남영호 사건에서, 남영호 선장이 살

인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과실치사상죄만 인정해 징역 2년 6월만 선고했다. 

법원은 과적으로 인해 살인을 의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선장이 죽음을 무

릅쓰고 사고 발생을 예견하면서까지 과적 운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살인죄 성립의 주요 요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

월호 참사의 경우 남영호 사건처럼 사고 원인이 아니라 사고 이후 승객들 구

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

단은 달랐던 것 같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남영호 사건에서와 달리 선

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수준이 아니라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됐다. 

775) 2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판결)에서는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였지만, 선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객들에 대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일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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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되지 못하고 유기치사죄는 된다고 한다. 행위지배격인 사태지배가 

없는 항해사들은 살인죄의 정범은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항해사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 공범조차 안 되고, 유기죄의 고의는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기치사만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객관적으로는 

살인의 방조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유기의 

고의여서 할 수 없이 유기치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의 취지는 

선장만 정범이고 나머지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고의가 있으면) 방조

범이 된다는 것이다. 항해사들은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의 방조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 2등 항해사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

다고 보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도 안 된다고 보았다. 유기치

사죄의 정범이 된다고 본 것이다. 선원들에게 살인죄 고의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유기죄의 고의만 인정이 된다. 

다수의견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그렇게 보았다. 

세월호 상황을 선장이 사태지배하는 원칙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고의가 있다면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

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선원들에게는 살인의 고

의가 없다. 선장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데 선원들, 즉 1등 항해사 2등 항

해사에게는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살인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 유기의 고의뿐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

고 유기의 고의만 있는데 승객들이 사망했으니 유기치사의 정범이 된다. 

가만히 있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살인죄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

고, 유기치사의 정범이 될 수도 있다. 고의에 의해 구분하게 되면, 살인

죄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기치사의 

정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조범이 정범으로 변하는 것은 의아하다. 

그렇다면 고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구분을 하게 되면 방

조범이 정범으로 변경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필자가 제시하는 부작위 상호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의 의무의 

강약설로도 대법원 판례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는 대법원 판

해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였으

며, 대법원에서는 2심판결을 모두 유지하였는데, 생각건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되어야지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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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어떤 이론적 기준을 갖고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

게 하는 부분이다. 선원들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유기로 인

한 사망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부작위로 유기를 하는 것과 부작위로 

살인을 하는 것 간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행위 양태가 부

작위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기치사인지 살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선원들의 의무의 강약이 선장에게 

주어진 의무의 강약과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객관적 측면에서 보면 유기행위와 살인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고의에

서 살인의 고의인지 유기치사의 고의인지로 구별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

라고 하며, 행위의 동가치성 문제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유기치사죄가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776) 고의로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행위의 동가치성 문제로 접근했을 때 살인의 고

의가 있더라도 항상 유기치사죄로 된다는 것도 납득이 잘 가지는 않는

다.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 부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부작

위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유기치사죄가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

황이기에 고의에 따라 부작위 살인죄가 되기도 하고 유기치사죄가 되기

도 한다. 유기치사죄로 볼 때는 부작위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그냥 유기

치사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각칙 유기죄 조문에 보면 방기하

는 것 자체를 유기죄로 구성하고 있다. 일부 논문에서 부작위 유기치사

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유기(치사)죄의 

행위는 유기인데,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

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광의의 유기는 부작위에 의

하여 범하여질 수 있으며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라는 용어를 쓰며 

따로 구별되는 성질의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령 요부조자를 보

호하고 있던 자가 요부조자를 그대로 두고 보호장소를 떠난 때에는 광의

의 유기에 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작위에 의한 유기로 볼 여지도 

있는가? 기존에는 유기를 부작위로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이 되고, 작위로 

하면 유기 작위범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유기는 부진

정부작위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기죄는 법조문 안에 의무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가 아니라 법률상�계

776) 김정현, 주 579)의 글, 190면.



- 286 -

약상 의무가 있으면 성립777)하는 것이다. 각칙 유기죄 개념에 광의의 유

기와 협의의 유기 등이 있다. 각론에서의 유기죄 파트 행위개념에서는 

통상 유기행위의 개념을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① 갖다 버리기 ② 두

고 떠나기 ③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펴주지 않는 것이 개념 세 가지이다. 

우리 형법은 보호의무 없는 자의 유기는 벌하지 아니하고, 보호의무 있

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한 특색이 있는

데778) 유기의 개념은 ① 협의로는 요부조자의 장소적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령 고려장 같은 경우를 들고 있고, ② 광의로는 장소적 이전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요부조자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처럼 장

소적 격리를 가져오는 경우이며, ③ 최광의의 유기로 장소적 격리가 없

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형태를 포

함하는 넓은 의미가 유기의 실행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광의의 유기 

개념이 현재 우리 통설 입장이라 할 수 있다.779)

B. 유기죄와 배임죄에서의 동가치성 판단

유기죄의 세 번째 개념인 최광의의 유기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다. 

유기죄나 배임죄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될 것이다. 

유기죄나 배임죄에서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유

기죄나 배임죄는 의무범이기 때문이다. 의무범에서는 동가치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기죄의 행위개념을 다 망각하고, 유기죄도 지배

범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유기죄를 의무범으로 보지 않고 

지배범으로 본다면 동가치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작위 행위태양으

로 유기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작위유기와 동가치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부작위 행위태양이면 무조건 동가치성을 따지려 하는 이러한 관념

에 의구심이 든다. 살인죄와 같은 지배범의 경우에야 동가치성을 따져야 

777)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가 이치(Aussetzen) 또는 치거

(Verlassen)할 때 유기죄가 성립하며, 관습 또는 조리에 의한 유기죄의 보호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778) 임웅, 주 772)의 책, 124면.

779) 앞의 책, 128-129면.

    참고로 협의의 유기를 이치(Aussetzen), 광의의 유기를 치거(Verlassen)으로 

표현한다, 강구진, 주 581)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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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의무범에서는 동가치성을 따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수혈

사건에서 수술받는 아이의 어머니가 유기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동가치

성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부진정부작위범이 만약 의무범이라면, 동

가치성 따지지도 말고 부작위 정범을 인정해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에서

는 동가치성을 따졌다. 그런데 의무범은 동가치성 따지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에 와서는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 여부에 있어서 동가치성을 따지

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질도 의무범이

라면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따질 필요 없이 정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유기죄나 배임죄 같은 의무범에서는 동가치성 검토를 따로 하지 않은 채 

유기죄나 배임죄의 각론상 구성요건만 가지고 바로 유기죄나 배임죄 성

부를 검토하면서,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부작위범은 의무범이라고 하면서

도 곧바로 형법각칙상의 해당 조문 구성요건을 - 가령 제250조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넘어가서 살인죄 인정여부를 - 따지지 

않고 동가치성부터 따지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해 보면 부작위범은 의

무범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 아니

고, 의무범 유사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일수 교수, 서보학 교수 등 많은 교수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

위범은 의무범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틀렸거나 혹은 이론적 검토 없이 

감으로 판결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법원조차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의

무범인지 의무범이 아닌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동가치성부

터 검토하고 있고, 또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원들의 경우 정범인지 공범

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조차 세

우지 못한 대법원 판결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우리 학설에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행위지배와 의무범적 성격의 복합이라는 견해 또는 행위지배

라는 견해 등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거나 유기죄 같은 의

무범에서는 동가치성 검토를 하지 않고 유기죄 성부를 바로 인정하는 단

계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동가치성을 검토해서 부작위적 성격을 지닌 유

기죄인지 작위적 성격을 지닌 유기죄인지 굳이 판별해보려면 판별할 수

는 있다. 유기죄에서 동가치성 검토를 한다면 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

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굳이 검토를 해 볼 수 있기는 있다. 어떠한 부

작위가 있을 때 이 부작위가 유기행위와 동가치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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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인지 구별해보는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살인의 고

의가 있으면 살인의 방조가 되지만 유기치사의 고의가 있으면 유기치사

죄의 정범이 되겠는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를 고의만 가지고 구

별할 것인가?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유기치사죄가 전혀 성립하지 

못한다고만 볼 바는 아닐 것이다.780) 그런데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가 됐

고 항해사는 유기치사죄가 됐다.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구별이 된

다. 객관적으로는 유기죄의 고의이다. 살인과 유기죄가 객관적으로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외형구별이 불가능하다. 고의로 구별한다. 그런데 고

의뿐만 아니라 객관적 요건까지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등 항해사

는 유기와 동가치성이 있다.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객관적 구성

요건단계에서 구별할 수 있다. 살인의 고의가 없기때문에 유기치사가 되

는 게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의 차이에 의해 

유기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작위 방조와 동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아

니면 유기 정범과 동가치성이 있는지’그리고 ‘정범과 동가치성이 있는

지 방조와 동가치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태지배의 성격을 행위지배적 성격으로 보았으면서도, 선원들이 (살인

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지 않자 유기치사

죄의 정범으로 본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부작위 살인죄 방조범이 될 뻔

했던 것이, 유기치사죄 정범이 되는 것이라면, 대법원은 의무범설의 관

점에 서 있어야 됐다. 유기죄는 의무범이기 때문에 단일정범설로 가는 

것이 맞다. 유기죄, 배임죄 등 의무범에서는 단일정범이 맞는 것이고, 부

진정부작위범은 원칙적으로 의무범은 아니지만 의무범 유사의 성격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의무의 강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명예훼손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해 게시물 방치(부작위)’가 

동가치성을 평가받아야 할 비교군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유해 게

시물 게시(작위)’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를 용이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우회경로를 알려주는 등의 작위행위라 할 수 있다는 

780) 참고로 통설적 견해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

는다고 본다. 살인죄와 유기죄는 법조경합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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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781)는 생각해 볼 좋은 여지를 주는 견해이다.

C. 동순위의 보증인 의무성 여부 및 보증인 의무의 승격

1차적 보증인은 작위의무가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1등, 2등 항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대

법원 다수의견에서는 선장을 1차적 보증인으로 보았으며 1등 항해사와 2

등 항해사가 2차적 보증인이고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모두 작

위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1등, 2등 항해사에게는 판례에서 “사태

를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시하여 사태지배가 없었으므

로 공범이 되고, 정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2차적 보증인이므로 사태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장이 1차적 보증인으로 정범이 되

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사태를 지배하지 않으므로 공범이다. 그런

데 항해사들에 관해서는 공범이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

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라. 고의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에 대한 의문점

① 서설

가령 특수상해죄에서 흉기휴대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것과 동가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

할 수 없는 것처럼, 판례에서 말하는 행위정형이란 정범과 공범을 나누

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 상호간에 부작위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부작위가 살인행위인지 유기행위인지를 생각해 

보아 살인행위의 정형이 없으면 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방조

범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고 비로소 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 항해사들의 ‘고의’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면, 부작위 살인

죄 방조범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해서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781) 임석순,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

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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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설명하기 용이치 않다. 부작위 살인죄 방조범이 만약 살인의 고의

가 없다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아니라 유기치사죄의 방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평가적으로는 유기치사의 정범이 될 수도 있

고 살인죄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으니 유기치사 

밖에 안된다는 건 이해하겠다. 세월호 판결에서는 항해사들에게 유기치

사죄를 인정할 때에는 정범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 항해사들은 

유기치사죄의 정범,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었다. 유

기치사죄의 정범은 되고 종범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시 보

라매병원 사건으로 돌아가서 의사를 부작위 방조로 본다면, 이때도 의사

를 부작위 방조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의사를 왜 부작위로 보는

지, 부작위로 본다면 왜 정범인지 혹은 방조인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의무범으로 보면 의사도 정범인데, 의사를 유기죄로 보게 되면 의사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면 의사도 방조범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구조도 세월호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의무범의 

층위(Hierarchie)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의사도 보면 방조가 될 수 있다. 

처를 1차적 보증의무자로 보면 의사는 2차적 보증의무자가 된다. 

의사에게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보다 응급의

료에 관한 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해지에 관해 위임계약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치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생존가능성이 높은 환자 보호자의 퇴원요구는 계약 일반에 있어서 대리

가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보호자의 대리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퇴원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계

속적 치료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782)

의사가 환자에 대한 유기죄를 범했다고 보면 의사를 유기죄로 볼 수도 

있다. 의사를 유기죄로 볼 때 유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유기죄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는 법률과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발생근거 뿐만 아니라 유기죄의 보호법익을 감안한 실질적인 발생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783)

782) 김성룡�백자민, 주 760)의 글, 43면.

783) 오영근,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2019년 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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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의 처는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고, 의사는 유기죄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고, 의사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면 처와 마찬가지

로 부작위 살인죄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견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사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의사는 유기죄의 

방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의사의 행위를 환자에 대한 유

기로 보게 되면 의사를 작위로 보더라도 작위 정범으로도 볼 수 있고 작

위 방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독일에서 유기죄나 배임죄는 

의무범이다. 의무범은 정범만 가능하다. 정범만 가능한 의무범이기에 의

사에게 유기죄 방조 혹은 유기치사죄 방조는 성립될 수 없고 유기의 고

의가 있으면 무조건 유기죄 정범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세

월호 사건이 만약 독일에서 발생했다면, 독일은 유기죄를 의무범으로 보

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정범표지를 주장하는 이론이나 순수한 의무범 이

론을 주장하는 학설에 따르자면 독일의 배임죄나 유기죄는 의무범이기 

때문에 유기죄 정범만 성립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관

점에서 유기죄는 정범만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선원들에게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애초에 세월호 

사건의 선원들을 유기치사죄의 종범으로도 볼 수 있고 유기치사죄의 정

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유기죄는 의무범으로 

보기 때문에 작위와 부작위 구별이 무의미하므로, 유기치사죄 정범만 된

다. 그래서 선장이 부작위 살인죄 정범으로 처벌받을 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선원들은 유기치사죄의 종범이 아니라 정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기죄를 지배범으로 보고 있는 견해784)에 입각하면 

세월호 사건 판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세월호 판결의 다수의견은 

행위지배를 선장이 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장이 모든 지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행위지배라는 용어를 부작위범에서 쓰는 것

은 언어도단이다. 부작위에서는 행위지배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판례

는 이를 사태지배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나 –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남형사판례연

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2월, 13면.

784) 한정환, 주 43)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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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 관련 세월호 판결 의문점

세월호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에게 유기치사죄 정범의 죄책을 

물었다. 세월호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인정됐다고 보았는데, 살인의 미필

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이 될 뻔했던 항해사들이, 살

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으면 유기치사의 종범이 

아니라 유기치사의 정범이 되는 점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고의라는 주관

적 요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기준 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 안 될 

것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행위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 이전에 

객관적 요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선원들에게 살인

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가 될 사안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점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로라면 살인죄의 방조

범이 될 뻔한 항해사들은 유기치사죄가 되더라도 유기치사의 방조범이 

됐어야 한다. 동일한 부작위 행위가 죄명에 따라 살인죄의 종범에서 유

기죄의 정범이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판례에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리구조상 부작위범 사이에서 정범

과 종범 구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작위범들 사이에서는 정범성

립이 부정되면 해당 죄목으로는 불가벌하여 방조범의 성립 여지는 없다

고 보는 것으로 이론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태의 지배를 규범적으

로 판단하여 동일한 부작위지만 살인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없지만 유

기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일까? 판례도 학설도 이렇다 

할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백의 지점이라 생각한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방법으로써 동가치성설의 시각을 원용

하면 그 부작위가 살인죄의 정범과는 동가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

러면 살인죄의 방조범과 동가치인가 아니면 유기(치사)죄의 정범과 동가

치인가? 유기치사죄와 동가치가 인정될 것이다.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차

원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관적 고의의 문제로 넘어가면 (i) 이때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유기치사

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결국 유기치사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살인의 고의는 유기의 고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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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구성요건이 정확히 일치 내지 상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의 고의가 살인의 고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리 문제되는 

불일치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유기치사죄가 되는 것이다(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일치 내지 상응한다). 두번째 해석방법은 그 부작위는 사태지배가 없어

서 살인죄의 방조 부작위이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없고 유기의 고의 

뿐에 그치면 유기(치사)죄가 되는데 유기죄는 법적 성격은 의무범이다. 

의무범이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정범이 되는 범죄이다. 

행위지배가 있건 없건 즉 행위의 크고 작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의무

에 위반하기만 하면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상관도 없다. 유기죄는 

의무범이기 때문에 유기죄에서는 전부 정범이 되는 것이다. 유기죄 조문 

자체에 '유기'에는 작위에 의한 유기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가 모두 조문 

속에 포함된다. 의무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예

컨대 살인죄 조문의 '살해'에는 작위에 의한 살해만이 포함된다. 부작위

에 의한 살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살해는 제18조 조문을 

거쳐서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 진정부작위범은 조문 자

체에 부작위만 규정되어 있다. 결국 부작위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진정부작위 - 이 경우에는 조문에 부작위만 포함한다. (2) 부

진정부작위 - 조문에 작위만 있어서 작위와의 동치성을 따지는 경우 (3) 

의무범의 부작위 - 이 경우에는 조문에 작위 부작위 포함하기에 작위와

의 동치성을 따지지도 않는다. 

혹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작위의무를 구별하여 부작위 살인

죄로써는 종범의 고의지만 유기치사죄의 고의로는 정범의 고의가 된다고 

상정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부작위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태지배 정도가 죄책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사태지배를 규범적으로 판단하

여 동일한 부작위지만 살인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없지만 유기죄에서는 

사태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판례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

리 판례가 위에 제시한 사고 메카니즘을 통해 부작위 살인죄 종범이 유

기치사죄 정범이 된다고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소수의견에서는 선원들의 죄책을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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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선장을 부작위 

살인죄 정범, 선원들을 유기치사죄 정범으로 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선장이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된다는 것에는 소수의견

도 동의를 하고 있는바, 선원들을 유기치사죄 정범으로 본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세월호판결에서 소수의견은 선

원들이 유기치사죄의 종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대법원 

소수의견이, 선원들의 죄책이 유기치사죄의 종범이라는 얘길 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법원 소수의견의 논증과정은 잘못됐다. 대법원 소수의견에

서는 선장이 사태지배를 할 수 없어 선원들이 사태지배를 해야 하는 상

황이 됐다고 보아 선원들이 1차적 의무자로 승격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 1차적 의무자가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선원들에게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까지는 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의견의 견해대로라면 선원들은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됐어야 한다. 

유기치사죄의 정범이라고 본다면, 다수의견에서 취한 결론과 무엇이 다

른가?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별개의견이 아니라 왜 소수의견인가? 

별개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인 이유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달라서일 텐데, 

선장의 죄책은 동일하고, 선원들의 죄책이 달라졌음이 분명한데, 다수의

견이 취한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아닌 다른 결론이기에 소수의견의 형태

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수의견이 밝히는 바대로라면 선원들은 

부작위 살인죄 정범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치사죄의 정범

만 된다고 보았을 것 같다. 고의가 정범·공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의 결론과 동일해진다. 그렇다면 구태여 소수의

견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별개의견이라고 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

어 보건대 소수의견은 유기치사죄 종범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추정

된다. 그런데 선원들도 부작위 살인죄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던 소수의견

에서 왜 유기치사죄는 정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오히려 다수의견에서 선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 부작위 살

인죄의 종범으로 봤었을 테니까, 선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을 경우

에는 유기치사죄의 종범으로 보는 게 맞고, 소수의견의 취지대로라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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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유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되니, 미필적 

고의가 없을 시에는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된

다. 

대법원조차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정범과 공범을 넘나드는 이유는, 고

의에 의해 정범과 공범이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정범과 공범이 구분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마 

부진정부작위범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속성에 대해서 

의무범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만약 의무범이라

고 하더라도, 살인방조가 어떻게 유기치사 정범이 되는 것인지는 설명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인 방조가 유기치사 정범이 되지는 않

을 것이다. 살인 방조였다면 유기치사 방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살인 방조가 유기치사 정범으로 뛰는가? 다수의견에 따르자면 부작위 

살인 방조가 될 뻔 한 선원들이 미필적 고의가 없어서 유기치사 정범이 

됐다는 얘기인데,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 방조가 돼야지 왜 유

기치사 정범이 되는지 그 근거를 대법원 다수의견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의무범설을 취한다면 부작위 살인죄 정범만 성립해야 하고, 유기치

사죄 정범만 성립돼야 할 것이다. 의무범설을 따르지만 의무의 강약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될 사안이면 유기치사죄 정범이 됐어야 할 것이고, 부작위 살인

죄 종범이 성립될 사안이었더라도 유기치사죄 종범이 성립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의무범설을 따르지만 의무의 강약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서 정범이 종범으

로 종범이 정범으로 변동하는 것은 설명될 수 없다. 결국 대법원 판례도 

부진정부작위범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사태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부진정부작위

범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도 정범과 방조범을 넘나드는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

다. 세월호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이나 사태지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같

은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다수의견은 본 건이 선장이 사태지

배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소수의견에서는 

선장이 사태지배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파악했다는 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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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을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이나 사태지배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현실 상황적 

측면에서 다수의견은 선장이 사태지배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고, 소수의

견은 선장이 사태지배를 못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견

대로 선원들이 2차적 책임자로 남아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경우 부작위 살인죄의 종범,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었다면 유기치

사죄의 종범이 성립됐어야 한다. 소수의견대로라면, 선원들이 1차적 책

임자로 승격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경우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었다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됐어야 

한다. 결국 세월호의 판결에서 선원들의 죄책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

견은 서로 반대의 결론을 제시했어야 이유 설시와 부합했을 것이다. 만

약 선장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선장도 부작위 살인죄 

정범이 안 됐다면, 선장은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에 따르자면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 유기치사죄의 정범이라는 

얘기인가?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고 있는 다수의견의 취

지대로라면 선장에게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장은 유기치사죄의 정범, 선원들은 유기치사죄의 종범이 됐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선장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선장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아닌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되었다고 선원들이 유기치사죄의 

종범에서 정범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의아하다. 선장이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이 되든,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든간에 선원들은 유기치사죄의 종

범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선원들에게 유기치사죄

의 정범을 인정했다. 이 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부진정부작

위범은 의무범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지만 완전한 의무범은 아니기에, 의

무범 단일정범설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팡질팡을 한 것 같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지배범

이 아니기에, 사태지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혼선이 있었던 것이

고, 선원들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정범과 공범을 혼동하

는 우를 범한 것 같다. 물론 부작위 보증인 지위를 가진 자가 작위 방조

죄가 될 수도 있고 보증의무 위반인 부작위 정범이 될 수도 있고, 상황

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양쪽으로 다 의율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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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점은 보라매병원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그 어느 보

증인 의무자의 부작위 양태 상황에서도 크게 그 관점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시회�정치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내려 

놓고 그러한 결론에 걸맞게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대법원 판례에 

대한 도그마틱에서의 구조적 비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견해에 따르자면, 대법원 ‘판례분석’조차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재판조차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잘은 모르

겠지만 설사 실제로 대법원 판례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이미 많은 부

분 법이론과 무관한 부분에서 결정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실제 판

결문으로 드러난 대법원 판례의 도그마틱적 오류는 지적하는 것이 논문

의 역할일 것이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

판례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

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

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

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

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785)”고 하며 미필

적 고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

정한 이유는 선장을 상징적으로 가중 처벌함으로써 세월호 사건과 관련

된 비난의 여론을 피하려고 하였음이 다분히 없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선원들의 경우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선장을 살인죄로 처벌하

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

다.786) 그렇다면 정말 선원들의 경우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었는가? 선장의 지휘를 받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등 부하직원

78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786) 박경규, 주 345)의 글,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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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또한 가만히 있었다. 만약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1등 

항해사나 2등 항해사가 퇴선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데 그들도 아무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선장의 부

작위 정범 행위에 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부작위 공범으

로 가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것이니 기존의 일반적 유형인, 작위에 부

작위로 가담한 경우나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할 것

이다. 형태가 구별이 된다. 판례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사건787)에서는 아

내인 부작위 살인죄 정범에 대해서 의사가 작위로 가담을 하는 유형이었

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처는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으

로 판단했고 의사 둘은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 제1

심 법원(서울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은 의사들에 대하

여 보증인지위 및 보증의무(계속치료의무)가 있음을 기초로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고(단, 집행유예로 석방됨), 제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처에 대해서는 제1심부터 변함없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계속 인정되었다.788) 그런데 보라매병원 사건의 2

심 재판부는 부인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판단했고, 의사

들은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의사들의 경우 환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중단

한 경우인 ‘부작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의사가 치료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단한 부작위에 형법적 평가의 필요성이 주어지는 것

이며, 퇴원요구행위나 퇴원지시 또는 인공호흡기제거행위는 전체 사건전

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789) 의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내심의 용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론적으로 볼 때 이를 정범의 고의를 부

정하고 나아가 공범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데, 살인 방

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라도 살인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787) 서울지법 남부지원판결 1998. 5. 15. 98고합9.

788) 손동권, “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판결 -”, 인권과 정의, 2005년 6월, 346면.

789) 이세화,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동치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학교, 200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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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욕 또는 용인을 하였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긍정되어야 한다.790)

또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인턴은 환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호흡기를 떼

었는데, 1심은 인턴은 부작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보았는데, 방조범으로

는 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인턴이 아무리 물적 도구로서 

이용됐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

의 졸개가 물적도구로서 사람을 찔렀다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과 비슷한 이치이다. 따라서 인턴은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인턴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의사들을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는데 갑자기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행위를 작위라고 본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호흡기를 떼는 것을 작위라고 했다. 자연적 관찰방법에 입각하면 의사가 

환자 호흡기를 떼는 에너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작위 방조범이

라는 것이다. 호흡기 떼는 것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손가락에 힘을 줘

서 호흡기를 떼었으니 작위인 것인가? 그러면 호흡기를 떼면 죽는 중환

자의 호흡기를 교체하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줘서 떼었다 붙였다 하면, 

매번 의사가 작위 살인(미수)에 해당하나 치료행위의 일환이기에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따라 범

죄성립이 배제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된다. 아무래도 

호흡기를 떼는 것은 부작위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④ 고의가 아닌 의무로 구별

선원들에게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작위 고의 살인죄

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의가 있어도 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범�공범 왔

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부작위 정범이면 정범이고 유기치사 

정범이면 정범이지 부작위 정범이 유기치사 종범으로 변환되는 것은 잘 

790) 김성돈, “세칭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법원판결과 2심법원판결의 비교․

분석편”, 법조협회, 2003, 93-94면,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하면서

도 생존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결과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는 경

우에만 인식있는 과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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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기죄가 의무범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할 것이다. 유기죄가 의무범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외관상 살인행위와 유기행위는 동일하며 판례791)는 이를 고의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건대 고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구분해야 적절할 것이다. 고의로만 구분한다면 지나치게 심

정형법에 경도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부작위 형태에서는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판례는 전통

적으로 살인죄와 유기치사죄를 살인의 고의 유무로 구별해 왔는데, 가령 

총구를 들이대는 것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 등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객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판례처럼 살인의 고의의 유무에 의해 두 죄를 구별하는 것

은 행위자의 주관에 중점이 놓이게 되어 심정형법에 경도되기 쉬우므로 

부작위 형태인 양 죄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792)

사실 형법이 가벌성을 인정하는 기본적 태도는 범죄가담형식에 있어서

의 불법의 특징에 따르는 것인 측면이 강한데 심정에 따라 가벌성의 인

정 정도가 바뀐다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793)

A. 작위의무내용에 따른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살인죄의 구별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이외에도, ‘작위의무 내용’에 따라 유기

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의 생

명의 안전에 대한 지배력의 강약에 의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있고, 죽음

의 예견의 유무, 즉 살인의 고의의 유무가 아니라 ‘작위의무의 정도’

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이다.794) 세월호에서도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유

79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792) 김정현, 주 579)의 글, 185-186면.

793) 전지연, 주 218)의 글, 68면.

794) 김정현, 주 579)의 글, 186-187면, 행위자의 태도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동

일하고, 게다가 부작위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생명의 안전에 대한 지배력은 

부작위 살인죄나 유기치사죄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동일할 것이고, 유기

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행위자의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

정을 고려하고 구별한다면, 작위의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정도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으므로 작위의무에 의한 구별이 가능할 것이며 유기치사죄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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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학설이 동가치성을 따져서 부작위 유기치사

죄라고 한다. 동가치성을 따지려면 굳이 따져보는 것도 상관이 없다. 어

차피 따져도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는 동가치

성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유기치사죄로 인정했다. 유기치사와 관련돼서

는 여태까지는 동가치성을 검토하지 않아오다가 갑자기 세월호 사건에서 

검토하게 됐다. 이 점이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B. 작위와 부작위 판단기준의 애매성

어떤 부작위행위가 있다면 이를 작위로 판단해야 할지 부작위로 판단해

야 할지는 상당히 애매하다. 가령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파업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작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795)에서 대법관 5인은 소수의견에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파업이 부작위라고 밝혔다.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파업의 다수의

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

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

위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소수의견 5인은 이러한 견해

부터 찬성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

고,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

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작위로 보았다.796)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제1심 법원에서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

를 보호해야 할 지위와 의무(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고, 의사의 치료중단

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중한결과인 사망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살인

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결국 유기치사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별은 중

한 결과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이라면 유기치사죄가 되고 고의범이

라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차이를 가져올 뿐이라고 한다.

795)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796) 하재홍,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서의 파업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

의 신동향, 2012년 6월,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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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

범’의 죄책을 부과했고,797) 2심 판결부터는 의사에 대하여 작위 살인 

방조로 견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작위 살인죄는 작위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판결이라

는 부담감을 의식했다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사들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방어

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798) 아마 독일에서처럼 부작위범에 대해 

감경조항이 있었다면 2심법원에서도 계속 부작위 살인죄로 의율하고 형

량을 대폭 감해주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는 독일과 달리 부작위범 감경조항799)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죄든 

작위 살인죄든 다 똑같은 살인죄가 된다. 게다가 의사들을 부작위 살인

죄 정범으로 구성하다보니 방조범 감경도 할 수 없다. 부작위 감경도 하

지 못하고, 방조 감경도 못하니 2심부터는 부득이 작위 살인 방조로 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 

⑤ 부작위에 대한 평가적 변이

세월호 사건의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평가적으로 유기치사의 정범

이 될 수도 있고 살인죄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는 의사들이 평가적으로 부작위 살인죄가 되었고(1심), 살인죄의 방조범

이 되었다(2심�3심).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선원들에게 살

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유기치사죄 정범이 된다고 본 것이고, 보라매병원 

사건 2심�3심에서는 의사들에게 살인죄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것이다. 보라매 1심

에서는 의사들을 부작위 정범으로 보았는데, 그때에는 부작위이기 때문

797) 임웅, 주 95)의 책, 575-576면 주100).

798) 이세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제29호, 2009

년 10월, 280면.

799) 독일형법 제13조(부작위에 의한 실행) 

   ① 형법법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결과가 발

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증할 책임이 있고 그 부작위가 법정구성요건을 작

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②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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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위지배 논리를 끌어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부작위에서는 행위지배 

논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심부터 대법원까지는 의사들

을 작위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지배논리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 

결국 법원은 의사들에게 행위지배가 없어서 방조로 간다고 결론을 지어

서 집행유예로 형을 가볍게 해주었다. 같은 행위를 부작위로도 볼 수 있

고, 작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작위와 작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작위와 소극적 부작위 둘 다에 의해 실현될 수 있

을 때, 일반적으로 작위에 비해서 부작위가 보충적 관계에 있음은 사실

이다.800) 그리고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이 갑자기 작위로 바뀐 2심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에너지 투입설 관점이 아닌 평가적 관점에서 

보아, 의사들을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

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판례에서는 작위 부작위 구별에 

있어서 자연적 고찰방법을 취한다고 하였으나, 1심에서 의사들을 부작위

라고 보았으면서도 2심 이후에는 의사들을 작위라고 본 것은 과연 자연

적 고찰방법인지 평가적 고찰방법인지 의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의사들의 

상고기각을 하여 2심 결론이 확정된 것이기에 대법원도 어차피 2심의 법

률적 판단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세월호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유기치사죄가 되었던 것이 2심

부터는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가 되고 선원들은 유기치사죄가 되었다. 세

월호 다수의견에 따르면 결국 항해사들은 유기치사죄의 정범, 선장은 부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세월호 소수의견에 따르면 사태를 

지배하기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 - 예를 들어, 선장이 판

단능력이 없어져 버렸고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져 고의든 과실이든 지휘를 

포기하고 지휘를 방기하고 있는 - 에서는 1등 2등 항해사가 사태를 지배

할 수 있는 것이고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행하지 않으

면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1등 2등 항해사가 정범으로 승격될 수 

있고 1등 2등 항해사들도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채 보라매병원 사건의 의사들에게도 세월호 소수의견과 

800) 김혁돈,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한국법

학회, 2006, 305-323면.



- 304 -

마찬가지의 판단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의사들은 처에 비해서는 2차적 

보증인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처가 비정상적으로 남편을 퇴원시키려고 할 

때 처를 어떻게해서든 만류하여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눈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

고, 이는 환자에 대한 보증인적 의무와 연계된다. 따라서 처를 만류하여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결과적으

로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보증인적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보증의무 해

태로 인하여 부작위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부작위

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독일처럼 

부작위 감경조항이 있어서 감경이 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고, 굳이 무

리하게 작위 살인방조로 의율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 조문이 

독일법의 조문체계의 장점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실무에서도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판결의 정당화 작업을 위하여 심급별로 법리가 바뀌게 되는 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A. 고의와 행위태양

항해사들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유기치사인지 구별하는 핵

심은 고의와 행위태양801)에 있다. 선원들은 배를 탈출했기 때문에 장소

적 격리가 있었으므로 유기가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임웅 교수

가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 다수설이기도 한 최광위 유기개념에 따르

면 배를 탈출하지 않고 제대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유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유기치사죄는 된다. 선원들의 장소

적 이탈이 있었고, 승객들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원들은 

책임이 있다. 승객들의 사망에 대해 선원들이 ‘예견가능성’만 있었다

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 옳고, 선원들에게 승객들의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면 선원들의 유기치사죄는 법조경합으로 부

작위 살인죄만 성립될 것이다.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불가벌적으

로 수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해사들은 최소 ‘유

801) 행위태양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행위반가치적 요소로 작용한다.(정영

일, 주 53)의 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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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사죄’는 되는 것이고 나아가‘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성립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에서도 어머니에게 

딸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인정되었는데, 만약 딸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 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물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친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B. 미필적 고의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 

당시 살의가 있었는지는 그 행위자 스스로도 무어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도 공격 부위와 정도, 사용된 

흉기 등 도구의 종류, 범행의 동기, 사후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살의의 유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802) 그

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살의의 유무를 판단할 위와 같은 

직접적인 정황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그 부작위가 살인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양자의 판단 모두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

을 수 없다.803)

마. 보증인의무의 질적차이

대법원 소수의견에 의하면 세월호 사건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도 

사태를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선장이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 2등 항

해사나 선장이나 다 보증인이다. 사태를 지배하는 보증인은 제1차적 보

증인이고, 1, 2등 항해사는 제2차적 보증인이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1차

적 보증인이 정범이고, 2차적 보증인이 공범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802) 조원철, 판례해설 - “부작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법률신문, 2015.11 

803) 앞의 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각기 제시한 판결이유만 놓고 보면 양자 

사이에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부작위 및 미필적 고

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표

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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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정범이고, 1, 2등 항해사는 공범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소수의견

은 1차적 보증인이 없을 때는 2차적 보증인이 1차적 보증인으로 승격한

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선장도 정범이고 1, 2등 항해사도 정범이다. 선장

과 항해사들 모두 정범이고 선장과 항해사들 모두 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준하는 사태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바. 판례에서의 부작위 공동정범성 검토

① 구조적 동일성

보증인지위의 승격구조는 세월호 사건에서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나 구

조적으로 동일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보라매병원 의사들에게는 호흡기를 

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호흡기를 떼는 행위를 함으로써 

작위 방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04) 처를 부작위정범으로 볼 

경우에 보라매병원에서의 의사들도 1차적 보증인지위로 승격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1차적 보증인이고 항해사들

이 2차적 보증인이지만, 선장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세월호 상황

에서는 2차적 보증인인 항해사들이 1차적 보증인의 지위로 승격될 여지

가 있다. 물론 의사들이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자연적 관찰

방법에 의거하여 작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생각건대 평가적�규범적

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작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규범적 고찰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처가 보증인이면 의사가 보증인

이 아니어도 처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 제33조 규정을 통해 부작

위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33조 규정이 보증의

무가 없는 자가 ‘부작위’로 가담시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호흡기를 떼어내는 행위가 부작위인지 작위인지를 판단하려면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의사가 호흡기를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면 에너지 투입으로 보아 자연적 고찰

804) 치료의무가 있을 때 이의 불이행은 부작위이고, 부작위의무가 있을 때 이

의 불이행은 작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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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작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의사가 치료를 중단했다는 부

작위에 방점을 두게 되면 호흡기를 떼어내는 행위를 부작위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위는 의사의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면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부작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호흡기 교체에 대한 예를 들어 한 차례 설명했지만, 치료를 하다가 중간

에 정지버튼을 눌러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정지버튼을 누르는 신체적 

에너지는 투입된 것이지만 이를 치료의 중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에너

지 투입설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이렇게 정지버튼을 누르는 것을 작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치료를 중단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치료의 일환이

기 때문이다. 에너지 투입설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이다.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에너지 투입의 측면에서 부작위�작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을 

것이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사례를 다룰 때 ‘사태의 핵심형상(Zentral

gestalt des Geschehens)’ 내지 ‘불법의 핵심’을 임의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관점에 따라 작위범으로 보기도 하

고, 부작위범으로 보기도 한다. 

대법원 또한 보라매병원 판결에서의 작위와 부작위에 있어서 구별을 규

범적 고찰 측면에서 판단하였다.805) 2심과 3심에서도 처는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가 되었다. 처가 의사들에게 퇴원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 산소호흡기를 떼었기 때문이다. 처를 작위로 보게 되면, ‘처

가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퇴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행위’를 의사

들을 살인의 도구로 삼아 처가 작위 간접정범을 범한 것이라고 보거나 

처가 의사들을 작위 교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작위 교사범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태의 핵심형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작위범 혹은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태의 핵심형상’이 환자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퇴원 및 귀

가 중 사망’이라는 행위에 있다고 본다면 이를 지배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이고, 이는 작위이며 그에 수반된 의사들의 행위는 

부수적인 것으로 작위의 방조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805) 박용철, 주 442)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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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형상’을 ‘호흡기 제거 행위’에 있다고 

볼 경우에는 의사가 살인의 작위범으로서 정범이 되고, 환자 보호자는 

단지 교사범 정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처는 남편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에 의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무를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해줄 

작위의무가 있는데806)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 남편을 

사망하게 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807)

또한 처를 남편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로 보든, 작위 살인 간접정범으로 

보든지 간에 근저에는 처의 남편에 대한 유기치사행위는 내포돼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 이는 세월호 사건에서나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 선장 

또는 어머니에게 최소한 유기의 고의가 내재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

은 맥락이다. 그것에서 나아가 살인의 고의까지 포함되어 살인죄가 되

든, 아니면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 유기(치사)죄에 그치든지 간에 말

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인 남편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

도 퇴원조치를 감행하였다. 인턴이 집에 따라가 호흡기를 제거하자 환자

는 바로 죽게 되었다. 의사가 퇴원조치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심에서는 의사들을 부작

위 공동정범으로 보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처를 부작위 정범으

로 보았고 의사는 작위 방조범으로 보았다. 의사들에게 보증인의무를 근

거지우기 어려워서 의사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방조범으로 본 것이다. 아

마 의사들을 살인죄 정범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2심 이후에

도 계속 1심처럼 의사를 부작위로 보게 되면 의사의 작위의무를 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환자의 보증인인 처가 퇴원요구를 하는

데, 의사 입장에서 퇴원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치료를 해 주어야만 

806) 부부는 서로 적대시되지 않는 밀접한 생활공동체에 속하는 특별한 인적 관

계에 있으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해 사려 깊은 배려의무 내지 보증의무

를 부담한다. Engels, Der partielle Ausschluß der Notwehr bei tätlich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Ehegatten, GA 1982, 114면; Montenbruck, 

Anmerkung zu BGH, JR 1985, 117면.(최석윤,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상당

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년 7월, 430면 “재인용”)

80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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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작위의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작위의무

를 인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계약이 없다면 부작위 보증인의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부작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방조판례에서 음란만화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지 않은 자에게 

부작위 방조를 인정한 판례에서는 법령�계약 이외에 조리에 의해서도 부

작위 의무를 부과했다. 위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판례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위반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방

조범을 인정하였는데, 계약상의 해지권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를 인정

할 수 없는지를 언급하고 있다.808) 보증인지위는 법률을 참고하지만 법

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계약, 선행행위 등도 보증인지위 발

생의 근거로 작용할 여지는 없지 않을 것이다.

② 보증인적 지위의 중단 상황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원들을 부작위 살인죄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에게 부

작위 살인죄 정범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것

을 우려했을 심산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작위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확

신을 갖고 법리를 전개할 수 있을 만큼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대한 이론적 구축이 법원에조차 되어있지 않

다는 것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에게 의

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증인적 작위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법

령에 의한 의무가 없었다. 당시 환자인 남편을 응급의료법상의 응급환자

라고 보기에도 무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처의 강력한 퇴원요구로 인하여 

의료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더 이상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인수한 위험에 대

해서는 -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 계약 당시 인수한 위험에 대한 보증

인적 의무는 지속되어야 하는 게 아닐지 생각해 봄직하다. 실질설은 보

증인의무의 발생근거 중 법익보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는 자

에게 발생한다는 의미인데809), 이러한 실질설에 의하더라도, 의사들이 법

808) 박상기�신양균�조상제�전지연�천진호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 대구: 준커

뮤니케이션즈, 2010,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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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보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 중첩적 보증인지위

계약이 종료됐어도 계약기간동안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지위는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지위와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지위는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 종료됐어도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지위는 남는다고 생각한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인수한 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자유의지란 법과 사회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자유롭지 않다.810)

E.Schmidt도 부진정부작위범 문제를 위법성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결

과회피의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 계약 외에 

선행행위까지 부진정부작위범 처벌 근거로 들고 있다.811)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중 실질설에 따르면 보호의무와 안전의무가 있는데, 이 중 보

호의무에는 자의에 의한 보호기능의 인수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보호기

능의 인수는 대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계약에 의한 인수의 경우

에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불문하고 보호기능의 사실상의 인수로서 작

위의무가 발생한다.812) 보라매병원 사건 1심 판결이 의사의 자의에 의한 

환자치료로 인해 환자에 대해 일정한 보호의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

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지위와 의

무가 있어서 의사가 일단 보증인이 된 뒤에 치료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

였다면 의사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부과했다고 판단

809) 이상돈, 주 96)의 책, 173면. 참고로 이상돈 교수는 175면 이하에서 사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이나 사회규범도 조리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묵시적 계약이나 법령의 확장해석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만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보증인의무

에 관한 합법성(Legalität)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상돈 교수가 보증인의무의 

내용면에서 형식설을 취했는지 실질설을 취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810) Adrian Raine/이윤호 역, “자유의지란 얼마나 자유로운가”,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태어난다 - 폭력의 해부, 2015, 481면.

811) Frank, Das Straf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18. Aufl.,1931, S. 

16ff; v. Liszt-Schmid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Bd. I, 26. Aufl., 

1932, S. 190ff.

812) 임웅, 주 95)의 책, 544-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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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813)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로 한 치료계약을 맺어서 치료가 

개시됐더라도, 치료계약이 종료될 때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았다면,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의 실질설814)에 따르지 않고 형식설815) 중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지위 발생 이론에 따르더라도 의사는 환자에 대

한 보증인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계약에 의해 치료를 맡은 의사는 자신

이 환자에 대한 치료계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의사들이 그 환자를 맡아 

치료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다른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기회를 박

탈했다는 것은 환자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의사가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치료행위를 통해 보증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영국에서도 부작위범에 있어서 일단 인수된 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816) 우리나라에서도 선

행행위가 보증의무발생의 주요근거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둘

러싸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817) 보라매병원 사건과 

비근한 예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술 취한 승객을 내려주고도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사례를 들 수 있다.818) 이는 보라매병원 사건의 사례와 유사하다. 승객 

측의 택시 하차 요구로 인하여 택시 운송계약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813) 앞의 책, 548면 주 129).

814) 실질설은 기능설(Funktionenlehre)라고도 불리우는데, 작위의무의 내용과 한

계를 명백히 하는 형법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형식설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15) Schünemann, 주 108)의 책에 따르면,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형법의 

동가치성 판단에 선행하는 초형법적 특수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설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816) Tony Storey and Alan Lidbury, Criminal Law, 3rd Edition, Willan Publishin

g, 2004, 32면.

817) 안동준, “선행행위자의 보증의무”,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395면.

818) 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1심 재판부는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승객을 하차시

켰고 그 후에도 다시 탑승하게 하거나 제때 112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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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택시기사의 보호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

다. 환자 보호자 측의 퇴원요구로 인하여 치료계약일 종료하였다 하더라

도, 이대로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의사의 보호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

다. 보라매병원 의사들은 치료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보증인적 지위를 유

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환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환자가 호흡기를 떼면 바로 죽을 중환자였을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보증의무를 해태한 부작위 살인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에게는 택시운송계약이 승객의 요청에 의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보

호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보증인이라고 보아 유기치사죄가 인정되었던 것 

같다. 택시기사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승객이 비

록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내려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전

용도로이기는 하지만 이리저리 잘 피해서 무사히 인도로 들어갈 수도 있

다는 전제하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부작위 살

인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의 

환자는 중환자이고 퇴원 후 호흡기를 떼는 즉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 소결

가령 살인하는 것과 죽게 놔두는 것으로 극명하게 표출될 수 있는, 작

위와 부작위 구별은 서구에서는 이미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자리잡았다.819) 독일에서도 의료분야에서 모든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노

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환자의 의식을 회복케 하거나 또는 환

자의 죽음의 진행을 정지케 할 수 있는 구조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의료기구에 의한 집중적 치료행위의 종료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제3

자(예컨대 탐욕에 가득 찬 환자의 상속인)에 의해 의료기기가 무단히 차

단되는 것은 작위범의 형식으로 고의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

하면 제3자의 행동은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 실현되었으며, 사회적 의미

내용으로 볼 때도 피해자에 대한 이행행위의 방치를 어떤 식으로 징표한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820) 하지만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을 부

819) Susanne Gibson, ACTS AND OMISSION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1, ACADEMIC PRESS, 199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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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로 보게 되면 보증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2심 재판부’

부터는 의사들을 부작위로 보게 되면 무죄로 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까 우려하여 작위로 급선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을 무

죄로 보기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사들을 살인

죄로 보자니 고의의 입증도 쉽지 않아 2심과 대법원은 의사들을 작위로 

본 것 같다. 호흡기를 떼어냈으니까 의사들은 작위이고 호흡기를 떼어낸 

행위를 통해 처를 도왔으니 작위 방조가 되는 것이며, 방조이기 때문에 

정범보다는 형을 감경하는 식의 결론이 도출된 것 같다.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부작위 살인죄로 보기에는, 기존에는 의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 많은 의사들 사이에 저렇게 위험한 환자를 

보호자의 간청에 의해 퇴원시키는 행위가 부작위 살인죄 또는 작위 살인

방조죄가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형사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 의사

들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사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도 검찰

이 의사들의 퇴원에 개입한 이유는 처의 올케가 처를 신고하여 경찰조사

를 받게 된 계기가 크다. 신고가 없었다면 경찰조사나 검찰공소가 없었

을 것이다. 

V. 결론

형법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

는 날카로운 도구를 지닌 강력한 제도이기에, 형법학을 통해 형법이 행

사하는 사회통제를 정형화함으로써, 형법이 유발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821) 이번 논문에서 부작위 상호간 공범과 정범의 구

별에 있어서 기준은,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의무의 정도나 강약을 기

반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의무가 승격되거나 격하되는 식으로 상황적 

변화에 따른 의무의 변동을 혼합해서 부작위 상호간의 정범과 공범의 구

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논증해 보았다. 사회적 역할에 있어 구체

화는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작위 자체, 즉 보증인의 부작위도 

820) 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주 206)의 책 참조.

821) Winfried Hassemer/배종대·윤재왕 역, 주3)의 글,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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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음에 비추어, 보증인 아닌 자의 부작위를 

제33조를 통해 처벌한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증인의 부

작위도 임의적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국인데, 비보증인의 부작위를 

제33조를 통해 처벌하면서 임의적 감경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신분범 개념으로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

지이다. 어디까지를 신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령 내/외국인까지도 신분범의 신분 개념으로 넣고 있는 실정에

서 – 혹은 어디까지가 신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 , 섣부른 

신분범 개념의 적용은 자칫 국민을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역행할 여

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822) 이러한 신분개념은 독일형법 제2

8조 제1항의 신분표지에 ‘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인적 상태’를 포함하

는 일본형법상의 신분개념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823) 계속성을 요하는 

인적 성질 및 지위만을 신분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의무범 개념은 형벌의 가벌성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부진정부작위범도 의무범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

여 보았다. 또한 기존의 단일정범설 측면보다는 의무범에서도 정범과 공

범을 구별하는 것이 가벌성을 조금이라도 더 축소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어떠한 이론이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연구는 출발한다. 본고에서는 종래에 부작위범

을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뿐만 아니라 

의무범 부작위범이라는 카테고리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써 행위지배이론

의 한계에 천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또 그 대안으로 의무의 강약설

을 제시하였다. 의무의 유무뿐 아니라 의무의 강약을 통해 가급적 정범

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부작

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이자 지속적 연구과제라 생각된다.

822) 가령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주체는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신분으로 볼 수 있

지만, 의무범은 아니다. 신분범과 의무범은 의무의 영역인 신분범이 있고, 의무범이 

아닌 신분범도 있다.

823) 이인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년, 

4면. 



- 315 -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I, 서울: 박영사, 1983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2판, 서울: 박영사, 2014

김태명, 판례형법총론, 제2판, 고양: 피앤씨미디어, 2016

김형만, 형법총론, 초판, 서울: 형지사, 2015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국제형사법과 절차, 서울: 사법발전재단, 2018

박상기, 독일형법사, 서울: 율곡출판사, 1993

박상기, 형법총론, 제9판, 서울: 박영사, 2012

박상기�신양균�조상제�전지연�천진호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 대구: 준커뮤니케이션즈, 2010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서울: 홍문사, 2016

성낙현, 형법총론, 서울: 동방문화사, 2010

손해목,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1996

신동운, 형법총론, 제9판, 파주: 법문사, 2015

신동운, 新판례백선 형법총론, 제2판, 파주: 경세원, 2011

오영근, 형법총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18

원형식, 형법총론, 서울: 진원사, 2014

이상돈, 형법강의, 제1판, 파주: 법문사, 2010

이상돈, 형법강론, 제2판, 서울: 박영사, 2017

이용식, 형법총론, 제1판, 서울: 박영사, 2018

이용식, 형법각론, 제1판, 서울: 박영사, 2019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9판, 서울: 박영사, 2017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7

이정원, 형법총론, 서울: 신론사, 2012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고양: 피앤씨미디어, 2018

임웅, 형법총론 제10정판, 파주: 법문사, 2018

임웅, 형법각론, 제8정판, 파주: 법문사, 2017

장규원�강동욱, 형법총칙비교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최종고, 법철학, 서울: 박영사, 2002

최종고, 근대 사법 100년이 낳은 한국의 법률가상, 서울 : 길안사, 1995

하태영,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 형법학의 새로운 길 -, 파주: 법문사, 2007

한인섭, 가인 김병로, 서울: 박영사, 2017



- 316 -

Adrian Raine/이윤호 역,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태어난다 - 폭력의 해부, 2015

Charles O. Gregory 외/최종고 편역, 사마리아인법 – 법과 이론 –, 서울: 교육과학사, 1990

Claus Roxin/김일수 역, 형법학 방법론=Kriminalpolitik und Strafrechtssytem, 서

울: 박영사, 1984

Cesare Beccaria/이수성�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제2판 제3쇄, 서울: 지산사, 2003

Erich Samson/성낙현 역, 독일형법의 이론과 연습 = Strafrecht I, 서울: 법문사, 1998

Immanuel Kant/백종현역, 윤리 형이상학, 아카넷, 2012

Jose Llompart/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파주: 경세원, 2000

Johannes Wessels/허일태 역, 독일 형법총론, 전정판, 파주: 법문사, 1998

Winfried Hassemer/배종대·윤재왕 역,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파주: ㈜ 나남, 2011

井田 良/신양균 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서울: 진원사, 2009

<국문 논문 등>

강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0

강동범,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최신판례분석,  Vol. 

718, 2016년 8월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강병호, “칸트 도덕이론에서 인본주의적 가치, 형식주의 그리고 의무론”, 한국

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4

강성용, “인도이야기 - 인도의 고전: 우파니샤드, ‘내 안으로 우주가 들어오

다’”,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 인문학 세미나 지혜의 향연 강연, 2016년 6월

권노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2015

권오걸, “영국법상의 부작위범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29집, 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원, 2008년 12월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저스티스, 통권 제

116호, 한국법학원, 2010년 4월

구자윤, “가다머 해석학과 칸트 미학의 주관주의의 문제”, 신학과 철학 제5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년 4월

김기수, “부작위불법행위로 소고”, 고시계사, 1990년 9월

김나경,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 구성”, 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

김도균, “칸트와 법치주의 - 법률, 법, 실천이성”, 철학사상 제24권, 2007년 6월

김동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제9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317 -

김동률,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 Roxin의 이론을 중심

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김봉태,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부산대) 제32권 제1호, 1990

김봉수,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유기천형법학연구 - 유기

천형법학의 재조명 -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편, 법문사, 2017

김석수, “칸트와 하버마스에 있어서 도덕과 법”, 철학연구 제89권, 대한철학회, 2004

김성돈,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형사판례연구 [26], 박영사, 2018

김성돈, “이른바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 록신의 이론을 중심으로 

-”,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상권), 

1997

김성돈, “세칭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법원판결과 2심법원판결의 비교․분석

편”, 법조협회, 2003

김성룡,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비교형사법

연구 제4권 제1호, 2002년 7월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형사판례연구 [12], 2004

김성룡,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2016

김성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17], 2009

김성룡,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회, 형

사판례연구 [13], 2013

김성룡,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5년 6월

김성룡�백자민, “의료계약과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 보

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29집, 2008년 12월

김성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대한변협신문 

제578호, 2016. 2. 8.

김시호, “부작위 불법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 Verkehrspflicht

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김연태, “경찰책임의 승계”, 고려법학 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년 10월

김영기,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을 중심으로 – ”, 형사판례연구 [20], 2012

김영중,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2월

김영환, “한국에서의 안락사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해”, 법학논총 제28집 제4



- 318 -

호, 2011년 12월

김용세, “일본의 공모공동정범론: 현황과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김은주, “들뢰즈의 행동학(éthologie) - 되기(devenir)개념과 실천적 의미 -”, 

시대와 철학 제25권 2호(통권 67호), 2014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

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4년 8월

김잔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요건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

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2017 ･ 겨울)

김장한,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

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2016년 12월

김재경, “부작위로서의 연명치료중단행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년 8월

김재봉,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한국법정책

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3호, 2012년 9월

김재훈, “부작위범의 공범에 대한 연구 –의무범론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정환, “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0년 2월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년 6월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년 8월 

김종구, “간접정범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고찰”, Vol.16 No.2, 조선대학교 법

학연구원, 2009

김종구,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법학연구(연세대) 제11권 제3호, 2001

김종길, “해운계의 숨은 이야기 : 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건”, 한국해사문제연

구소, 2000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김준호,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저스티스 148, 한국법학원, 

2015년 6월

김태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24], 2016

김혁돈,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한국법학회, 2006

김혜정,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사

법 제45호, 사법발전재단, 2018년 9월



- 319 -

류부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공동의 협력적 의무상황에서의 부작위 –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류부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류전철, “동아시아 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 계수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년 8월

류화진, “상고심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15권 제1호, 2004

류화진, “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

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 6월

류화진,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지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8월

문성도, “형법 제34조 제2항의 법적 성질”, 경찰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경찰

법학회, 2006년 12월

문채규, “합동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Vol.22, 한국형사법학회, 2004

문채규, “부진정부작위범의 가벌성 요건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문채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비교형사연구 제

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박경규,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

심으로”, 법학논고(경북대) 제53집, 2016

박경세,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재판 동향 검토, 2019년 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학

술세미나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남형사판례

연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14.

박기석,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 

”, 형사판례연구 [8], 박영사, 2000

박무원, “형법의 도덕적 정당화와 형법에 의한 도덕 형성의 문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97년 3월

박성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박용철,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박준, “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법

학연구소, 2014년 6월

박현준, “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의 범위”,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2014



- 320 -

박희영, “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

권 제2호, 2014

박희영, “부작위범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 Abgrenzung von Mittäters

chaft und beihilfe beim unterlassungsdelikt - ”,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

비, 2018년 7월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강원법학 [4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백승주,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P2P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 법조 제622

호, 2008

손동권, “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판결 -”, 인권과 정의, 2005년 6월

손동권,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실상 작위가능성”,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성낙현, “인적불법론에서의 불법내용”, 영남법학 제31호, 2010 

송문호,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 –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

로 -”, 형사법연구 제1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0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년 9월.

신동일,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년 2월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

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인하대) 제20

권 제3호, 2017

신양균,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심헌섭, “5�18 불기소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3�4호, 1995

안동준, “부작위에 의한 교사”,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

집간행위원회, 법문사, 1990

안동준, “선행행위자의 보증의무”,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

구원, 2008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통권 제29



- 321 -

집), 2010년 2월

안정빈,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7년 2월

안종철, “탈냉전 전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적법과 이

민법을 중심으로－”, 사총 90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7년 01월

양화식,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성균관 법학 제14권 제1호, 2002

원형식,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

법학회, 2003

원형식, “부진정부작위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앙법학, 제12권, 제4

호, 중앙법학회, 2010

원혜욱, “배임죄의 개정방안 -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형

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년 12월

오병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오병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입

법사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오병선,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간이구조의무”, 사회과학연구, 3집, 1994

오영근, “형법상의 행위개념”, 현대의 형사법학 : 익헌 박정근박사화갑기념논

문집, 1990

오영근,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7

오영근,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2019년 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 

–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2월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

점”, 형사법연구 제20권, 한국형사법학회, 2003

유기천, “나의 초학시절”, 시민과 변호사, 1994년 4월

유기천, “자유사회”, 유기천전집 I,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 유기천교수기념사업

출판재단, 파주: 법문사, 2015

유주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2019년 형사판례연구회 공

동 학술세미나 – 2018년 형사판례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영남형

사판례연구회 공동 형사판례연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2월

윤동호, “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 법조, Vol. 66 No.2, 2017



- 322 -

윤종행,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Vol.5 No.2, 2003

윤종행,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7월 

이근관, “김용구 , 「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예와 서양 공법 」 (나

남출판사, 1997) 서평”,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1호, 1999년 6월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2008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

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 2015년 3월

이상돈, “합동범과 공동범의 해석정책”, 저스티스, 통권 제73호, 2003

이상문, “공범의 처벌근거”, 형사법연구 제26권,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저스티스, 2012

이상원, “판결, 대법관, 사법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

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이석배,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사법연구 제25호, 2006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비교형사법연구 제10

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이세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제29호, 2009년 10월

이세화,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동치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6

이수진, “의무범의 타당성과 그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54권 제4

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이승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8

이용식,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의 의미내용 - 

부작위범의 실행행위와 인과관계의 구별 -”, 고시계 제50권 제7호, 2005

이용식, “형법에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이용식, “의무범 이론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2

이용식,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

능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7], 1999



- 323 -

이용식,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년 12월

이인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2000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4권, 2000

이정원,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 과실범의 범죄구조를 중심으로 -”, 형

사법연구 제16호, 2001년 12월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

구, 제8권 제1호, 2006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

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이정원�류석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법

학 제6권 제2호, 2004

이창섭,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 형사법연구 

제2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6년 6월

이창섭, “한국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8월

이창섭,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6

이철우, “‘법과 사회 ' 이론연구회 편 - 논단 : 법에 있어서 [ 근대 ] 개념 - 

얼마나 유용한가”, 법과 사회 제16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9년 11월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

이훈동,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12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흔재⋅황태윤,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제40

권 제4호, 2016년 11월

임석순,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임석원,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

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 ,한국법학회, 2011

임웅, “부작위범에 있어서 규범위반의 성격과 범죄성립상의 문제점”, 저스티

스, 제31권 제4호(통권 제50호), 1998

장영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2], 박영사, 1994

장영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324 -

박영사, 2018

전종익, “15~16세기 조선의 공권력 작용과 공평의 원칙”, 법사학연구 제38호, 

한국법사학회, 2008년 10월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사법연구 제5호, 1992·1993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형사판례연구 13호, 박영사, 2005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

구회, 박영사, 201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2003년 12월

점승헌, “일본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한계”, 법학연구 제23권, 2006

정긍식, “20세기 한국 전통과 서구의 충돌 : 서구법 수용의 왜곡”,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2년 3월

정대관,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연구 : 특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정승환,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년 7월

정영일, “형법상 불법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제5권, 1992

정유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과 한계 - 주의의무와 법인 책임

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정혜욱,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7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조국, “영국 Common Law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

10호, 1998

조기영, “승계적 종범”,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2007

조병선,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

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

조원철, “판례해설 - 부작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법

률신문, 2015년 11월 

조준현, “부작위범의 범죄체계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조준현, “부작위범의 결과방지의무의 성립과 범위”, 고시연구 제32권 제3호, 

통권 제372호, 고시연구사, 2005년 2월

진계호, “형법상 부작위범론”,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계산 성시탁교수화갑

기념, 1993



- 325 -

천진호, “‘공범과 신분’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권, 

한국형사법학회, 2004

최석윤,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년 7월

최우찬,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양심범과의 관계”, 형사판례

연구 I, 박영사, 1993

최우찬, “부작위범”, 서강법학연구 제1권, 1999

최정일,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형사법

연구, Vol.26 No.3, 2014

최정학,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8년 가을, 통권 제76호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1년 11월

최준혁, “상상적 경합과 양형”, 사법 제45호, 사법발전재단, 2018년 9월

최호진,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하재홍,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통권 

제18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9월 

하재홍, “Measure for Measure에 나타난 ‘법의 지배(Rule of Law)’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 2018년 3월

하재홍,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서의 파업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

향, 2012년 6월

하태영,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태훈,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홍대논총 제25집, 홍익대학교, 1993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5년 12월 

한상수, “플라톤의 법치국가론 – 법률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제2권, 한국

법철학회, 1999

한상훈,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형사판례의 연구

(Ⅰ),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논문집 간행위원회, 2003

한영수,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한정환, “형법에서의 행위”, 선문대 사회과학논집, 제5권, 2002



- 326 -

한정환, “형법 제18조에서의 작위의무자”,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한정환, “무형적 정신적 방조”,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2017

한정환, “지배범, 의무범, 자수범”,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3년 6월

허황,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 부작위에 의

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제6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홍영기, “법이념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6, 600면.

홍영기, “형사사법에서 nemo tenetur 원칙의 구체화”, 고려법학 제67호, 고려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년 12월

홍진영, “행정청이 행한 법률해석의 사법심사 방법론에 관한 고찰 : 규칙과 기준의 

관점에서 살펴본 Chevron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Gao Mingxuan 主編/한상돈 역, 중국 형법총론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Walter Perron/조병선 역, “1990년 7월 6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

책임에 관한 피혁보호분무기 판결”, 법학논집(청주대) 제8집, 1994

Uwe Murmann/허황 역,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

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8년 10월

<외국문헌>

内田文昭, “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正犯と共犯”, 神奈川法学 제34권 제3호, 

2001

山中敬一, “不作為による幇助 : 斉藤誠二先生古稀記念”, 刑事法学の現実と展

開, 信山社, 2003년 6월

斉藤彰子, “作為の共同正犯”, 法学論叢, 제149권 제5호, 2001

神山敏雄, 不作爲をめぐる共犯論, 成文堂, 1994

A.P. Simester � G.R. Sullivan, Criminla Law Theory and Doctrine, 2010

Arana, Täterschaft und Pflichtverletzung, 2010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Schwartz, 1959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제2판, 1988

Karl Binding, Die Normen und ihre Ubertretung(Normen), Bd. II, 2. Aufl., 1914

Bockelmann, Paul/Volk, K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제4판(1987)

Bottke, Pflichtwidrigkeit: das Täterkriterium unechter Unterlassungsdelikte?, 

FS-Rudolphi, 2004

Bottke, Täterschaft und Gestaltungsherrschaft : zur Struktur von Täterschaft 



- 327 -

bei aktiver Begehung u. Unterlassung als Baustein e. gemeineurop. 

Strafrechtssystems. - Heidelberg : Müller, 1992

Buri, über die Begehung der Verbrechen durch Unterlassen, GerS 21, 1869

Busse,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sdelikten, 1974

Christoph Möllers, The Triple Dilemma of Human Dignity : A Case Study, 

Understanding Human Dig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8. Aufl., 2006,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6

Claus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II, 4. Aufl., Müchen : C. H. Beck, 2006

Claus Roxin, Leipziger Kommentar Strafgesetzbuch: StGB, 11. Aufl., 1993

CMD Clarkson, HM Keating and SR Cunningham, Criminal Law, Sweet 7, 

Maxwell, 2007

Engels, Der partielle Ausschluß der Notwehr bei tätlich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Ehegatten, GA 1982, 114면; Montenbruck, 

Anmerkung zu BGH, JR 1985

Eugen Ehrlich/Walter L. Moll 역,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New York : RUSSELL & RUSSELL INC., 1962

Franz von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Bd. I, 26. Aufl., 1932

Friedrich Dencker, Kausalität und Gessamttat, 1996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4 Aufl.

Frank, Das Straf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18. Aufl., 1931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Der Täter hinter dem Täter.: Ein Beitrag zur 

Lehre von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Schriften zum Strafrecht) 

Taschenbuch – 1965

Georg Jellinek, Die Sozial-ethische Bedeutung von Recht, Unrecht und Strafe, 

Zweite, durchgeschene Auflage, Berlin, Verlag von O. Häring, 1908

Gössel, Zur Lehre vom Unterlassungsdelikt, ZStW 96, 1984

Gropp,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 Aufl. 2005

Harro Otto,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 Strafrechtslehre (de Gruyter 

Lehrbuch) (German Edition) (German) Paperback – June 14, 2004

Harro Otto, “Täterschaft, Mittäterschaft, mittelbare Täterschaft”, Jura, 1987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W. Weischedel, 

Frankfurt/M, 1991

Kühl, Kristia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7. Aufl., München : Vahlen, 2012



- 328 -

Köhler, Strafrecht AT, 1997

Kurt Seelmann, Opferinteressen und Handlungsverantwortung in der 

Garantenpflichtdogmatik, GA, 1989

Kurt Seelmann，Nomos－Kommentar　 zum　Strafgesetzbuch，Bd．1，Allgemeiner Tei

l，1999

Langer, Das Sonderverbrechen, 1972

Lon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ise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Löwenheim, Anstiftung durch Unterlassen, 1962

Luis Greco, “Das Subjektive an der objektiven Zurechnung : Zum 

‘Problem’ des Sonderwissens”,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olume 117, Issue 3, 2005

Luis Greco, Kausalitäts - und Zurechnungsfragen bei unechten Unterlassungsdel

ikten, ZIS, 2011

Michael Pawlik, Das dunkelste Kapitel in der Dogmatik des Allgemeinen Teils: 

Bemerkungen zur Lehre von den Garantenpflichten, in: Manfred Heinrich u. 

a. (Hrsg.), Strafrecht als Scientia Universalis (Festschrift für Claus Roxin), 

Berlin/New York 2011

Michel Foucault/Jürgen Schröder역, Die Regierung des Selbst und der anderen, 

Vorlesung am Collège de France 1982/83,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9. 

Nagler, Die Problematik der Begehung durch Unterlassung, Gerichtssal, BdⅢ, 

1938

Norrie, Alan W., Law, ideology, and punishment : retrieval and critique of the 

liberal ideal of criminal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Otfried Höffe, Immanuel Kant, 3rd Edition, München, C. H. Beck, 1992

Paolo G. Carozza,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Human Experience, 

Understanding Human Dig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uppe, Wider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GA 2004

Rudolphi, Die Gleichstellungsproblematik der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und 

der Gedanke der Ingerenz, 1966

Schünemann, Die Unterlassungsdelikte und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ür Unterlassungen, in: ZStW 96, 1984

Schüneman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GA 1999

Schünemann, Zum gegenwärtigen Stand der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 329 -

in Deutschland, in: Internationale Dogmatik der objectiven Zurechnung der 

Unterlassungsdelikte, 1995 

Schwab Hans-Jörg,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Unterlassungen, Peter Lang, 1996

Susanne Gibson, ACTS AND OMISSION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1, 

ACADEMIC PRESS, 1998

Stein, Ulrich, Die Strafrechtliche Beteiligungsformenlehre, Berlin: Duncker und 

Humblot, 1988

Stübel, Über die Teilnahme mehrerer Personen an einem Verbrechen, 1828

Tony Storey and Alan Lidbury, Criminal Law, 3rd Edition, Willan Publishing, 2004

Jakobs, Günther, Gedächtnisschrift für Armin Kaufmann, 1989

Jakobs, Günther, Die strafrechtliche Zurechnung von Tun und Unterlassen, 1996

Welzel,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Berlin : Walter de Gruyter, 1969

W. Gallas, Studien zum Unterlassungsdelikt, 1989

Zygmunt Bauman, Modernity and the Holocaust : Polity Press, 1989



- 330 -

[ Zusammenfassung ]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Jeongbin Ahn

Strafrecht und Strafprozessrecht

Promotion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Seoul National Univer

sity

Korea

Da das Strafrecht ein leistungsfähiges System scharfer Werkzeuge 

ist, die Menschen verletzen und Menschen verletzen können, sollte 

das Strafrecht möglicherweise die Schäden reduzieren, die 

Angeklagten und Verurteilten zugefügt werden.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ahme und 

Möglichkeit der Mittäterschaft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sind 

wichtige Themenbereiche. Bei der Unterscheidung handelt es sich 

nicht lediglich um ein theoretisches Problem. 

Die strikte Unterscheidung von Roxin zwischen Herrschafts- und 

Pflichtdelikte ist nicht zwangsläufig. Aber, der Begriff der 

Tatherrschaftslehre ist derjenige, der das Limit in der Kategorie des 

Unterlassungsdelikt hat. 

Tatherrschaftslehre hat sicherlich auch die theoretische Grenze. Bei 



- 331 -

der Such nach der Lösung dieses Tatherrschaftslehreproblems stehen 

sich verschiedene Dogmatiken gegenüber, die ihrerseits auf 

unterschiedliche Kriterien zurückgreifen, eine vernünftige Lösung ist 

Roxins Pflichtdeliktslehre. 

Dabei sollte die Pflichtdeliktslehre als das Abgrenzungskriterium der 

Beteiligungsformen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zunächst Standard 

sein. In einigen Fällen ist also Roxins Pflichtdeliktslehre eine 

vernünftige Lösung. Roxins Pflichtdeliktslehre hat übrigens nicht das 

Abgrenzungskriterium der Beteiligungsformen. Ich schlage jedoch vor, 

die Pflichtdeliktslehre etwas zu ändern. Der Rechtsgüterschutz kann 

hier ohne Schwierigkeiten bewahrt werden, wenn mehrere Garanten 

zum Einschreiten zusammen wirken. 

Die Intensität der Pflicht ist das Kriterium dieses Falles. Der Garant, 

dessen Pflicht größer ist als die Anderen, ist also die Täterschaft, 

während der Garant, dessen Pflicht kleiner ist als die der Anderen, 

Teilnehmer ist.

Der Grund der Intensitätslehre beruht auf der Tatsache, dass die 

Pflichtlehre im Wesentlichen die dogmatische Grenze enthält. 

Schlüsselwörter: Sonderpflicht, Unterlassungsdelikte, Pflichtdeliktslehre, 

Täterschaft, Teilnahme, Gleichwertigkeit, Garant, Mittäterschaft

Studenten Nummer : 2017-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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