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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의의 기본범죄를 교사하 는데 피교사자가 기본범죄와 아울러 한 결과를 야

기하여 결과  가 범이 성립하는 경우 교사자에게도 이러한 결과  가 범의 교사

범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하여 례와 다수의 견해는 별

다른 논증없이 한 결과에 한 견가능성만을 근거로 교사자에게도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과  가 범의 교사

범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에 한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거나 결과  

가 범은 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교사자에게는 결과  가 범을 인정할 수 없다

며 기본범죄에 한 교사범과 과실동시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견가능성만으로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제한 후, 결과  가 범을 가 처벌하는 근거를 통하여 교사범의 

성립여부를 단하고자 하 다. 결과  가 범을 가 처벌하는 근거로 재 제시되

고 있는 것은 소  ‘직 성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결과  가 범의 한 결과는 기

본범죄의 형 인 험이 ‘직 ’ 실 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직 성은 직  

험창출과 창출된 험의 직 실 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범

의 처벌근거에 한 야기설의 입장에서 교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사자에게는 직

 험창출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결과  가 범의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에 이르 다. 

주제어: 결과  가 범의 교사, 직 성의 원칙, 규범의 보호목 , 공범처벌근거, 야

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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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일정한 기본범죄를 범한 자가 그 행 로 인하여 상해나 살인과 같은 한 결

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상 범죄성립의 기본 인 이론에 의하면 일단 그 기본범

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하고, 발생한 한 결과에 해 과실이 인정되면 그 한 

결과에 한 과실범이 인정된다. 컨  폭행을 가하 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행 자가 이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기본 으로는 폭행죄의 

고의기수범이 일단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에 하여 주의의무 반을 내용1)으로 

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폭행죄와는 별도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 두 범

죄는 상상  경합 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형법은 일정한 경우에 고의의 기본

범죄와 과실에 의한 한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별도의 조문들을 두고 

있으며 그 법정형을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  경합에 의한 것보다 일반 으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성립하게 되는 범죄에 하여 우리는 

일반 으로 ‘결과’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하게 되어있다는 의미에서 ‘결과  

가 범’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결과  가 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  

경합범 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며 원래의 상상  경합범보다 형이 더 가

되어있다는 측면에서 상상  경합범의 외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즉 성

립된 범죄를 상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평가로서 충분하지 않다

고 생각되는 외 인 경우에 결과  가 범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3) 

결과  가 범이 이와 같이 상상  경합의 외 인 경우라면, 기존의 상상  

경합사례, 즉 고의 기본범의 실 과 과실로 인한 한 결과의 발생만으로는 그 

성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4) 이 에서 흔히 결과  가 범의 근

거조항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가 범의 본질을 설명

1) 형법 제14조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을 우리 학계는 일치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5, 189면; 신동운, 형법총론 
제4판, 법문사, 2009, 224면;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182면;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삼지원, 2006, 413면 등.

2) 同旨 이용식,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 전형적 위험의 실현과 미수의 인정여부
에 관한 하나의 문제제기 －”, 서울 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2005. 3, 156면; 박광
민,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 스티스 제94호, 2006, 129면.

3) 이용식, 앞의 논문, 156면.
4)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Jakobs, Das Fahrlässigkeitsdelikt, ZStW-Beiheft, 

1974,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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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규정은 ‘ 견가능성’의 존재라는 주의의무 반의 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어도 한 결과에 한 과실범이 ‘독자 으로도’ 성립해

야 할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가 범이 고의

범과 과실범의 상상  경합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 인’ 규

정일 뿐 상상  경합의 한 형태인 결과  가 범을 어떤 근거로 ‘가 하여’ 처벌

하여야 하는지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다. 따라서 결과  가 범의 성립과 

용을 해서는 고의와 과실의 단순한 상상  경합과는 구별되는 독자  불법

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 하여 행 자에

게 형사책임을 묻기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의, 과실과 불법이 필요하다는 

 형법의 책임주의의 요청의 결과이기도 하다.5)

이러한 문제는 결과  가 범의 정범성립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결과  가 범의 공범성립과도 한 연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본범죄를 교사하 으나 정범인 행 자가 과실로 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그 교사자에게 기본 범죄의 교사범과 한 결과에 한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되느냐, 정범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이 성립

하는가의 여부는, 교사범의 경우는 원칙 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과  가 범의 측면에서 

보면 결과  가 범의 가 처벌의 근거가 ( 의의) 공범에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해를 교사하 는데 행 자가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범에게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불법근거가 교사자나 

방조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교사자나 방조자에게도 결과  가 범인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

립하기 해서는 앞서 정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러

한 교사행 나 방조행 에 단순히 상해를 교사한 것과는 다른, 보다 한 불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을 달리하여 보면 교사범의 성립, 

즉 공범의 성립문제와도 연 되어 있다. 즉 교사범의 성립범 를 정함에 있어 확

정된 정범에 어느 정도로 종속되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교사범의 처벌근거를 규

명하는 문제와 연 된다. 

5)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존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문헌으로 안동준,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와 우연요소의 작용”, 남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1호, 2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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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례에 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견해는 별다른 설명 없

이 교사자에게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정하고 있으며6) 례도 일 된 태도

로 이를 정한다.7) 이에 해 결과  가 범의 교사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본범

죄에 한 교사범과 과실동시범의 상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수의 견

해도 존재한다.8) 이러한 두 가지의 해결방식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느냐는 교

사자에게는 매우 실질 인 의미를 가진다. 교사범은 정범의 형과 원칙 으로 동

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교사범 처벌수 의 출발 이 되는 법정형이 큰 차

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9)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한 기존의 논의를 먼  

소개하면서 해결의 단 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어서 문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결과  가 범의 본질과 형벌가 근거를 토 로, 기본범죄의 교사자에게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다수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하여 앞서 본 바와 같

이 교사범의 처벌근거라는 에서의 검토가 부수되어야 할 것이다.   

II. 종전의 논의 상황과 검토

고의의 기본범죄를 교사하 는데 정범에게 결과  가 범이 성립한 경우, 교사

자에게도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이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에 하여 독일에서는 

6)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765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

론 제11판, 박영사, 2006, 476면;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8, 311면; 배종
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730면; 신동운, 주1)의 책, 625면; 이재상, 주1)
의 책, 205면;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4, 519면; 정성근․박광민, 주1)의 
책, 447면.

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8) 오영근, 주1)의 책, 226면; 조상제,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스티스 제77호, 2004, 185면; 임석원,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비교법연구 제6권 

제1호, 2005. 12., 85면 이하. 유사하게 과실범에 대한 언급없이 기본범죄의 교사범만
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최우찬, “교사범의 성립범위 및 상해죄와 살인죄, 강도
살인죄의 관계”, 고시연구, 1998. 11, 140면.

9) 법정형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기본범죄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
합보다는 훨씬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해죄의 예를 들면,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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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우리 형법과 유사한 구형법을 시행할 당시(1975년 이 )에 견해의 립이 

있었으며,10) 그러한 견해의 립과 비  견해를 반 하여 1975년 신형법을 제

정하면서 이에 하여는 입법  해결을 보았다. 이하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논의에 한 검토에 참고하고자 종  독일의 견해 립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 견해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1975년 이전 독일의 논의상황

독일의 경우에는 1975년에 신형법을 제정하면서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

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즉 독일 형법 제18조11)는 ‘결과  가 범’이라는 

표제하에 “법률이 행 의 특별한 결과에 해 한 형을 규정한 경우에 정범 

는 공범이 그 결과에 해서 최소한 과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하게 

처벌된다”12)고 하여 결과  가 범의 공범성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형법이 제정되기 이  독일 구형법 제56조에서는 한국 형법 

제15조 제2항과 유사하게 결과  가 범의 용 상으로 정범만을 명시하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례와 다수설은 결과  가 범의 공범을 인정

하고 있었는데 이에 하여는 학계의 비  견해가 존재하 었다. 즉 구형법 시

행 당시에는 결과  가 범의 공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하여 크게 ①독일 형법

의 정범․공범 분리형식  고의범에 하여만 공범을 인정하는 법조문에 반한

다는 과 ②과실범의 처벌에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유 등으

로, 당시 결과  가 범의 성립 주체로 서술된 정범을, 공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례  다수설의 입장이 불리한 유추의 의혹이 크다는 비 이 존재하

다.13) 이러한 비  견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는데14) 그 에서 오늘날 

10) 1975년 이전 독일의 견해대립 상황을 자세히 소개한 문헌으로 조상제, 주8)의 논문, 
182-184면. 

11) StGB §18 Schwerere Strafe bei besonderen Tatfolgen
Knüpft des Gesetz an eine besondere Folge der Tat eine schwerere Strafe, so trifft sie 
den Täter oder den Teilnehmer nur, wenn ihm hinsichtlich dieser Folge wenigstens 
Fahrlässigkeit zur Last fällt.(밑줄은 필자 주)

12) 한국어 번역은 법무부 편, 독일형법, 2008, 21면.
13) Gössel, „Dogmatische Überlegungen zur Teilnahme a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nach 

§18 StGB“, in FS-Lange, S. 227f. 
14) 심지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교사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Gössel, in FS-Lange, S. 225f.,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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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석에 있어 의미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정도라 할 수 있다. 

(1) 면 부정설

이 견해15)는, 공범에게는 당시 독일 형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이 의 고의(교사

의 고의와 정범자의 법한 실행행 에 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자가 

한 결과를 고의 는 과실로 야기시킨 경우에 고의기본범죄의 공범에게 경우

에 따라서는 정범자에 의하여 한 사망의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을 용

인한 경우에만(즉, 어도 미필  고의가 있는 경우) 결과  가 범의 공범이 인

정된다고 한다. 반면 공범자에게 단지 한 결과에 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범은 불가벌이므로 결과  가 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이때에

는 기본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 외  정설

이 견해16)는 한 결과를 정범자로 하여  야기시킨 공범의 행 는 그 자체로

서 과실동시범이 아니라 과실공범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 으로 결과  가

범의 공범은 단일하게 체 결과  가 범의 공범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나아가 

이 게 단일한 공범의 구조로 악된 결과  가 범의 공범형식에 한 취 에 

하여 “ 외 ”공범성립을 주장한다. 즉 당시 독일 형법상 결과  가 범의 주

체로 명시된 정범(Täter)개념을 외 으로 공범도 포함하는 의의 행 자개념으

로 확장시켜 해석하는 견해이다. 

(1)의 견해에 해서는, 한 결과에 하여 미필 이라도 고의가 존재하는 경

우는 한 고의범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는 에서 체 으로는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17) 그러나 한 결과에 하여 과실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과실범의 공범이 되어 불가벌이므로 결과  가 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는 취지는 앞으로 소개할 우리나라의 소수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참조.
15) Hanack und Sasse, NJW  1954, 179.
16) Seebald, Täterschaft und Teilnahme bei erfolgsqualifizierten und bei fahrlässigen 

Delikten, 1963, Diss. Saarland, S. 156.
17) 독일에서 이러한 비판으로는 Seebald, 주16)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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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의 견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결과  가 범의 공범성립은 과실범의 공범성

립을 인정하는 극히 “ 외 인” 경우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 두 견해는 

결국 결과  가 범의 공범(교사)사례는 과실범에 한 공범성립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라는 에 이해를 같이하면서 다만 그 해결에 있어 원칙론을 강조할 

것인지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외  허용설은 당시의 독일 형법이 ‘정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 

형법의 제15조 제2항에는 명확히 ‘정범’이라는 표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 불가능한 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상황

이러한 결과  가 범의 교사사례에 하여 학계의 다수견해와 례의 일 된 

태도는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이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소

수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원칙 으로 기본범죄에 한 교사범과 과실범의 동시범

의 문제로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기본범죄의 교사자에 

하여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다수설의 경우는 그 이유에 

하여 견가능성이라는 조건만을 들 뿐 별다른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로 소수견해를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수견해와 례 - 결과  가 범에 한 교사

상해나 폭행과 같은 기본범죄를 교사하 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과 같

은 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학계의 다수견해18)와 례19)는 교사자에게 한 결

과를 견할 수 있었다고 단되는 경우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정한다. 다만 다수설의 부분의 견해는 이러한 사례를 

구조상 결과  가 범의 공범성립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를 교사범의 성립에 

있어 양 과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20)    

18) 각주 6) 참조.
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

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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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견해 - 고의기본범에 한 교사와 과실범의 동시범이라는 견해

이러한 다수설과 례의 견해에 하여 소수의 견해는 견가능성만을 가지고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반 하면서 원칙 으로 기본범

죄에 한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부수 으로 과실이나 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한 결과에 한 과실범의 성립을 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견해들도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이 아닌 기본범죄에 

해서만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에서만 일치할 뿐 주장하는 이에 따라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 , 결과  가 범인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한 결과인 과

실범에 한 교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정범의 살인 는 과실치사행

를 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교사자에게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

상  경합 혹은 실체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1) 이 견해는 결과

 가 범이 고의기본범죄와 한 결과에 한 과실범의 결합형태라는 에 주

목하여, 통설과 같이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그 제로 

한 결과의 과실범에 한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인데,22) 통상의 과실범에 하여는 ( 의의) 공범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사

실상 단일정범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체제하에서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는 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다른 견해23)는 앞의 견해

와 유사하게, 독일과 같은 명문의 입법규정이 없는 우리 행법 하에서 과실범에 

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통설과 같은 태도는 결과  가 범의 독자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과  가 범에 한) 공범성립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이론이 성숙되기 까지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행 자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

20) 임웅, 주6)의 책, 454면; 신동운, 주1)의 책, 625면. 특히 임웅 교수는 공범의 처벌근거
에 관한 ‘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 구별설’의 입장에서 이때의 교사범은 정범의 ‘결과
반가치’에 종속하고 자신의 과실로 ‘행위반가치’를 충족한다고 설명한다. 

21) 오영근, 주1)의 책, 226면. 오영근 교수는 이러한 원리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뿐만 
아니라 방조범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22) 이러한 견해는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을 ‘과실범’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현재의 지배적
인 학설에 기인한다. 반면에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을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로는 김
일수/서보학, 주6)의 책, 505면. 

23) 조상제, 주8)의 논문,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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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있다. 이 견해는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의 성립문제가 과실범에 

한 공범성립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을 지 한다는 에 있어서는 앞의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의 견해와 다른 은 그러한 과실범에 

한 공범성립의 문제는 이론  타당성을 떠나서 정책 이고 입법 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이다.24) 따라서 이 견해는 신 하지만 입법 인 해결이 필요한 문

제라고 하면서 그러한 해결이 있기 까지는 형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결과 으로는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앞의 견

해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면서도 그 이론  근거를  다른 것을 제시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25)는 우선 결과  가 범을 신분범, 특히 그 

에서도 신분에 의하여 형의 가 이 있는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고 있다. 즉 결과

 가 범의 본질을 기본범의 신분으로 인하여 한 결과를 발생  하 으므로 

형이 가 되는 신분범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게 보면 기본범죄에 한 교사자는 

부진정 신분범에 공범의 형태로 가담한 비신분자가 되는 것이며 그 처리는 신분

범에 한 규정인 형법 제33조에 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

면 정범인 결과  가 범에 교사범 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형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서 정범은 결과  가 범으로 처벌되지만 가담자는 기본

범죄의 교사범 는 방조범의 죄명과 과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이 견해는 공범자가 한 결과에 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에라도 “결과  가 범은 기본범죄를 행한 자가 한 결과를 발생  하 을 때

만 성립되는 신분범의 일종이므로 외부에서 가담한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은 

한 결과를 직  발생  하지 않았다”26)라고 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결과  

가 범의 ‘직 성의 원칙’을 그 논거로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견해27)는 이 문제의 해결을 한 논거를 결과  가 범의 구조나 본

질에서 찾는 앞의 견해들과는 다르게 교사범의 처벌근거에서 그 논거를 도출하

고 있다. 즉 “교사범의 처벌근거는 정범으로 하여  그 범행을 야기  하고 이를 

통해 (간 으로) 법익을 침해한 에 있다”28)고 하면서 단순한 과실범의 경우

24) 조상제 교수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성립 문제를 현행 체계와는 이질적인 ‘혼혈아’로 
보고 있다. 조상제, 주8)의 논문, 185면 참조.

25) 임석원, 주8)의 논문, 85면 이하.
26) 임석원, 주8)의 논문, 86면.
27) 최우찬, 주8)의 논문,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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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결과  가 범의 경우에도 간 인 법익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의 존재가 간 인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결과반가치가 없는 이상 결과  가 범에 

한 교사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29) 

(3) 견해의 검토

피교사자가 결과  가 범을 범한 경우 교사자에게도 결과  가 범의 교사범

이 성립한다고 하는 다수견해와 례의 태도에 해서는, 성립요건으로 교사자의 

한 결과에 한 ‘ 견가능성’만을 언 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 인 검토가 곤

란하다. 우선 형법 조문만 놓고 본다면 결과  가 범의 성립에 한 근거조항이

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 그 성립요건으로 ‘ 견가능성’만을 언

하고 있으므로 다수견해는 그러한 조문의 표면  해석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 한 결과에 한 견가능성’

이라는 것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인 결과  가 범 성립의 기본 제로

서 ‘과실범’을 성립시키기 한 한 요소일 뿐, 이것이 ‘고의범과 과실범을 결합시

켜 가 된 불법을 성립키는’, 결과  가 범의 성립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견해와 례의 태도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부족한 부분은 결국 결과  가 범의 본질 혹은 교사범의 처벌근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수견해의 이와 같은 문제 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하여 그 이유는 그것

이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소수의 견해에 주목하게끔 한다. 소수의 견

해를 통하는 취지는 이러한 사례의 경우 결국 교사자에게는 결과  가 범을 

성립시킬만한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0) 기본범죄에 한 교사범과 

한 결과에 한 과실범만이 성립한다는 견해는 결과  가 범은 일종의 ‘과실범’

인 것이고 기본범죄를 행한 자가 한 결과를 야기하 다는 ‘특별한 과실’에 

하여 가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애  과실에 해서는 교사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없는 교사자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

28) 최우찬, 주8)의 논문, 140면. 이러한 입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
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야기설(Verursachungstheorie)’의 태도이다. 

29) 최우찬, 주8)의 논문, 140면.
30) 교사범으로서의 처벌근거가 없다는 마지막 견해도 결국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의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취지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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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과  가 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가 범의 구조  특징을 극단 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견해가 결과  가

범을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결

과  가 범의 본질로 귀결하게 된다. 즉 결과  가 범을 성립시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 처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 처벌의 근거가 기본

범죄를 교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본 사례를 해결하는 

가장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오늘날 결과  가 범의 가 처벌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결과  가 범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특별한 결합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 안

에 이미 한 결과가 발생할 형 인 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결

과로 실화되었다는 것이다.31) 즉 고의와 과실이 우연히 동시에 병존하거나 단

순히 합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하게 결합된 내  연 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32) 결과  가 범의 이러한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결과  가

범은 단순히 기본범죄의 실행으로 상당인과 계와 견가능성의 범  내에서 

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당인과 계와 견가

능성은 형의 가 을 기 지우는 기본범의 상 으로 높은 험성이 직  결과

에 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고작 고의 기본범과 

과실결과범과의 상상  경합을 인정하는 이유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33) 이러

한 이유로 오늘날 상당수의 견해들34)은 결과  가 범의 가 처벌근거로 고의 

31) Kühl, Strafrecht AT, 4. Aufl., 2002, §17a Rn. 14ff.; Kindhäuser, Strafrecht AT, 2004, 
§34 Rn. 7; 이용식, 주2)의 논문, 158면; 박광민, 주2)의 논문, 133면.

32) Arthur Kaufmann, Das Schuldprinzip, 2. Aufl., 1976, S. 241.
33) 박광민, 주2)의 논문, 133면.
34) 김성돈, 주6)의 책, 495면; 김일수․서보학, 주6)의 책, 472면; 박상기, 주6)의 책, 293

면; 배종대, 주6)의 책, 693면; 손동권, 형법총론 제2전정판, 율곡출판사, 2005, 349면; 
이재상, 주2)의 책, 204면; 임웅, 주6)의 책, 515면; 정성근․박광민, 주6)의 책, 443면. 
한편 우리 입법자는 예견가능성 이외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를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견가능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직접
성의 요건으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을 더 제한해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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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와 한 결과의 직 인 연 성, 즉 직 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35) 

이하에서는 결과  가 범의 가 처벌의 근거로 논의되는 직 성의 원칙에 하

여 간단히 살펴보고 본 사례에 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1.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

직 성의 원칙(Unmittelbarkeitsprinzip)36)이란 결과  가 범의 가 처벌의 근거

가 결과  가 범의 기본 구성요건에 내재하는 한 결과발생의 형 인 험

의 실화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37) 그리하여 형 인 험성이 실화되었다

고 하기 해서는 한 결과가 기본범죄로부터 ‘직 ’ 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직 성의 원칙의 실질 인 기능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 

결과가 제3자의 개입이나 피해자 자신의 행  등을 통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과정을 더 이상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에 고유한 험(eingentümliche Gefahr)이 

실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다.38) 

직 성의 원칙을 체계 으로 바라보는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구성요건의 합목  해석원리라고 보는 39)이고, 둘째는 객  귀속

원리의 하나로 보아서 규범의 보호목 과 동일시해서 보는 40)이다. 첫 번째 

은 결과  가 범의 직 성의 문제를 인과 계나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

직 구성요건의 해석문제로 보고 형 인 험의 실 여부는 “일반 으로 승인

된 구성요건의 합목  해석”41)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한다.42) 직 성의 

로 신동운, 주1)의 책, 243면.
35) 그러나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 성립에 ‘과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을 뿐, 이러한 

직접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문채규, “결과적 가중범
에서 기본범죄와 중간 결과간의 직접관련성”, 안동  사회과학논총 제8집, 1996, 39면; 
신동운, 주1)의 책, 243면; 이용식, 주2)의 논문, 163면.

36) 이를 ‘직접연관성’이라고도 한다. 이용식, 주2)의 논문, 168면 이하 참조.
37) 박광민, 주2)의 논문, 138면; 안경옥,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

12호, 1999. 11., 138면; 이용식, 주2)의 논문, 158면.
38) 박광민, 주2)의 논문, 138면; 임석원, 결과  가 범의 쟁 : 한국에서의 결과  가 범

의 해석론과 입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90면.
39) 박광민, 주2)의 논문, 138면 참조.
40) 자세한 사항으로는 이용식, 주2)의 논문, 169면 이하 참조.
41) Küpper,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Berlin : Duncker und Humblot, 1982, S. 68ff.
42) 박광민 교수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는 특히 결과범에서의 결과와 행위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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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객  귀속원리의 하나로 보는 두 번째 은 “결과  가 범에서 

한 결과를 발생시킨 형 인 험이라는 것은 각 개별  결과  가 범이 방지

하려고 목 하는 가 결과의 험”43)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는 각 개별구성요

건의 보호목 을 근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44) 이 에 의하면 행

자의 행 가 당해 결과  가 범 규범의 보호목 에 해당하는가에 한 단이 

직 성의 원칙의 내용이 되며, 이것은 과실치사죄의 경우에서와 같은 일반 인 

보호목  련성보다 원칙 으로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45) 어떤 에서 직

성의 원칙을 바라보든지 간에 이 원리가 결과  가 범에 있어서 형  험

의 실 이라는 단은 단순한 인과 계나 과실성립의 수 이나 단계가 아닌 그 

이상의 보다 본질 인 단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는 이 원리가 결과  가 범의 성립을 당해 행 에 한 평가의 문제

로 제한하는 원리로써 작용한다는 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46) 

한편 객  귀속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인과 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는 이러한 직 성의 요구는 객  견가능성에 수용하여 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47) 상당인과 계설에서 말하는 객  견가능성이라는 것도 일정한 척

도를 가지고 단하는 가치 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기본 으로 견가능성이라는 개념은 가치 단

이라기 보다는 경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례48)에서 말하는 견가

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단하는 것으로 그 단의 범 를 일

정한 부분에 한정하여 제한해석을 하고자 하는 직 련성의 취지와는 그 범

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49) 따라서 상당인과 계설에서 말하

인정에 관하여 객관적 귀속론을 부정하고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입장의 견해”라고 
하고 있다. 박광민, 주2)의 논문, 138면.

43) 이용식, 주2)의 논문, 168면.
44) 이용식, 주2)의 논문, 168면.
45) 박광민, 주2)의 논문, 139면; 이용식, 주2)의 논문, 169면. 이를 통상의 과실범과 마찬

가지로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Rengier,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und verwandte Erscheinungsformen, Tübingen : Mohr, 1986, 
S. 157.

46)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한 문헌으로 안경옥, 주37)의 논문, 138면; 조상제, “결과적 가중
범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5호, 1992. 4, 94면. 

47) 그러면서도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접성’이라는 개념은 사족
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영근, 주1)의 책, 184면 참조. 

4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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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논의되는 직 성의 원칙을 규범 으로 수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접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판단

와 같은 직 성의 원칙을 인정하여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를 단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구체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범죄의 형  험’이라

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기 을 가지고 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

다. 여기에 하여는 기본범죄의 형  험을 기본범죄의 ‘행 ’에서 도출하는 

견해가 있고(행 기 설), 반면에 기본범죄의 ‘결과’에서 한 결과에 한 험

성을 찾아내는 견해가 있다(결과기 설).50) 더하여 이러한 입장들을 충하여, 행

의 험성과 결과의 험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범죄 행 의 험성이 기본

범죄의 결과로 창출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단한다는 견해가 있다.51) 

결과  가 범도 단순하게 보면 ‘행  +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범죄와 한 결과의 결합이라는 구조를 풀어보면 ‘(일정한 행  + 

일정한 결과) + 한 결과’라는 것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이때의 ‘일정한’ 행

와 ‘일정한’ 결과라는 것은 결과  가 범으로서의 구성요건이 아닌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컨  상해치사죄라는 결과  가 범을 성립

시킴에 있어 구성요건상의 행 에 해당하는 것은 ‘상해의 발생’ 그 자체이지만, 

이때의 일정한 행 와 결과는 ‘생리  기능을 훼손시킬만한 일정한 유형력의 행

사’와 ‘그러한 행 와 인과 계를 가지는 일정한 생리  기능훼손상태’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듯 결과  가 범의 구성요건상 ‘행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범죄

라는 것이 다시 일정한 행 와 결과로 나 어질 수 있으므로 그 험성을 어

디서 도출해 내야 하는지에 한 와 같은 견해의 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행 와 결과라는 구조에 지나치게 세부 으로 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  가 범은 기본범죄와 한 결과의 결합범으로 그 성립에 있

어서 요한 것은 어떻게 ‘기본범죄’와 ‘ 한 결과’를 결합시키느냐의 문제에 있

다. 따라서 결과  가 범의 성립에 있어서 직 성이라는 것은 기본범죄 그 자체

49)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식, 주2)의 논문, 170면 참조.
50) 이 견해는 중한 결과에 대한 기본범죄 결과의 치명성(letalität)을 요구하는 견해이다. 

Küpper,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S. 86.
51) 이상의 견해대립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이용식, 주2)의 논문, 1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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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 결과사이의 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 와 결과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범죄 그 자체가 결과  가 범의 형 인 험성을 띄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본범죄의 행 가 험하냐 결과가 험하냐의 구분은 그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직 성의 단에 한 행 기 설이나 결과기

설은 학설사 인 의의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결과  가 범의 고유한 험

은 기본범죄의 결과에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결과를 한 행 에

서도 발생한다는 충 인 견해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52) 

충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본범죄의 행 와 결과를 같은 선상에 

병렬 으로 배치시키고 한 결과에 한 험성 단을 순차 으로 행한다고 

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를 로 들면 상해행 의 험성과 상해결과의 험성은 

모두 동일한 험창출의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는 

두 가지의 험창출 요소로부터 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것은 상해행

와 상해결과가 각각 개별 으로 험창출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한 험창출이 정되기 해서는 상해행 의 험성이 상해결과의 험성에 

실 될 것이 요구된다.53) 그리고 상해행 를 통해 상해결과로 창출된 험은 사

망이라는 한 결과로 ‘실 ’될 것이 요구된다.54) 후자의 요건은 기본범죄로 인

52) 구체적으로는 행위기준설을 택할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며 중간개입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 결과기준
설을 택할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엄격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있으나 기
본범죄의 결과와 중한 결과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감금치사나 강도치사
의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학계에서의 주장은 
대부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광민, 주2)의 논문, 141면 이하; 안경옥, 주37)
의 논문, 144면 이하; 이용식, 주2)의 논문, 175면 이하 참조.

53) 안경옥, 주37)의 논문, 145면. 구체적인 사례로 이러한 요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안전
장치가 풀린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타격시의 충격에 의하여 탄환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소위 피스톨사례(Pistolenfall)의 경우, 구타(상해행위)로 인한 
피스톨의 머리충돌(상해결과)에 의하여 오발되었으므로 구타용 무기의 특수한 위험성이 
위험한 상해결과에 실제로 실현된 것이므로 상해치사의 성립이 긍정된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②높이 3.5m의 수렵용전망대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켰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나 의사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2주후에 사망한 사례(Hochsitzfall)에
서는 일정한 위험을 가진 상해행위가 있었으나 골절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험한 상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상해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독일 연
방대법원 판례사례 : 구체적인 사례의 인용과 평가는 이용식, 주2)의 논문, 171-174면). 

54) 이용식 교수는 상해행위의 위험성이 상해결과의 위험성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직
접성의 제1요건’이라고 하고, 제3자의 개입없는 중한 결과에의 실현이 ‘직접성의 제2
요건’이라고 하고 있다(이용식, 주2)의 논문, 175-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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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창출된 험과 발생한 한 결과와의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실 인 ‘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피해자나 제3자의 간개입행 가 있는 경우에 문

제가 되는 부분이다. 체로 피해자나 제3자의 일정한 작 행 가 인과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여 기본범죄로부터 창출된 험의 내용과 상이한 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비록 (합법칙  조건설 인) 인과 계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55) 

기본범죄 행 자에 한 객  귀속은 부정된다고 보아 결과  가 범의 성립

이 부정될 것이다.56) 

IV.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자의 죄책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가 범의 성립근거를 바탕으로 기본범죄를 

교사한 자의 죄책을 검토하여 본다. 먼  교사범(공범)의 처벌근거에 한 일반론

을 검토하여 교사범의 성립에 있어 근거가 되는 불법 혹은 책임의 소재를 확정한 

후 그러한 불법 혹은 책임의 내용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가 범으로서의 가

처벌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죄책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교사범의 처벌근거

우리 형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

다고 규정하여 교사범을 피교사자인 정범과 동일하게 취 하고 있다. 이러한 교

사범과 같은 의의 공범의 처벌근거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오래

부터 견해의 립이 있어왔으나 행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종

속  야기설과 혼합  야기설이 견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57) 종

55)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이 경우 예견가능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로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참조.

56) 피해자나 제3자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와 그 해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박광민, 주2)의 논문, 145면 이하 참조.

57)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담설, 그 중에서도 책임가담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견해로는 신
동운, 주1)의 책, 601, 614면이 거의 유일하다. 책임가담설의 내용은, 공범은 정범을 
유혹하여 유책한 범행으로 이끌어 들임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처벌
된다고 보는 것으로, 공범이 정범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정범이 유책한 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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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야기설은 법정형의 에서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근거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야기를 통해 나타난 험가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험성은 교사범이 정범으로 하여  구성요건  결과 발생에 이르게 하는 

사태의 주도자라는 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때 교사범은 교사행

를 통하여 피교사자에게 범행결의에 한 知的  意志的요소를 형성시키는 

정신 인 면에서 교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행결의  

형성에 한 주도권은 교사자가 가지고 있고 피교사자는 범행결의에 한 범죄

실행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58) 한편 혼합  야기설은 순수야기설과 종속

 야기설의 입장을 결합하여, 공범의 불법이 일면 정범의 행 에서 도출되지만 

한편으로는 공범자의 독자 인 법익침해에서도 도출된다고 함으로써 모든 가벌

인 공범은 종속 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법익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

다.59) 이러한 혼합  야기설의 입장에 의하면 공범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를 

직  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범의 결과반가치에 종속하고 행 반가치는 공범

자신의 교사행  내지 방조행 에서 독자 으로 찾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범

의 처벌근거에 한 종속  야기설과 혼합  야기설은 정범에 하여 교사범의 

독자성을 인정하느냐 여부, 결과반가치의 단에 있어 교사범에게 독립 인 법익

침해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들 

입장이 공통 으로 제하고 있는 것은 공범의 처벌근거는 교사범의 고의와 상

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처벌근거는 고의와 련된 것인데 형법은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교사범의 고의는 정범의 고의와 동등한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의의 동등성과 공범의 처벌근거는 정범을 통한 법익침해

의 야기라는 야기설의 입장을 결합하면 교사범의 고의한도 내에서 정범에 종속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게 종속된 범  내의 구성요건  결과에 해서만 교사

범의 불법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사범은, 비록 정범의 행 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타의 단독정범과 같이 독자 인 구성요건 실  고의를 가지

고 행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공범의 불법성을 찾는 입장이다.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책임가담설의 역사적 고찰에 관해서는 이영우, “공범처벌의 근거와 한
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1994. 2), 9면 이하 참조. 

58) 하태훈, “공범처벌의 근거와 교사자의 교사행위”,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上)(정성근
교수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97, 291면. 

59) 대표적으로 김일수/서보학, 주6)의 책, 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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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행위의 구조

교사범의 이러한 처벌근거와 구조를 결과  가 범의 사례에 입하여 보면 

건은 정범의 기본범죄행 와 그로 인해 야기된 한 결과의 결합이라는 ‘결과’

를 교사범의 처벌근거로서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범에게는 정범과 동등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정

범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해서는 교사범이 독자 인 귀속주체가 된다. 따라서 

정범에게 결과  가 범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교사자에게도 결과  가 범

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과  가 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

정한 고의범이 아니라 그 본질상 과실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  가 범의 

성립은 사후 평가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의 결과  가 범 사례에서 교사자에게 정범과 같은 고의를 인정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  가 범의 정범고의 자체는 기본범죄의 고의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교사자가 의도하고 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  가 범 사례는 교사자의 고의와 그로 인한 (정범을 통

한) 기본범죄의 결과, 그리고 그러한 기본범죄로 인한 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결과 으로 교사범에게도 일반 인 정범과 같

은 구조 하에서 결과  가 범의 성립여부를 단할 수 있게 된다. 즉 결과  가

범에 한 교사사례에서 교사자에게 결과  가 범의 교사범을 인정하기 해

서는 정범과 같이 ‘교사행 ’, ‘교사의 결과’와 한 결과와의 사이에 결과  가

범의 처벌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직 연 성’의 요건이 충족이 될 것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3. 사례의 해결 - 직접성 요건의 충족여부

그 다면 이제 교사행 와 그로 인한 정범의 행 , 발생한 한 결과 사이에 

앞에서 살펴본 직 성의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요건으로 행 와 결과의 양 측면을 통해 험이 창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범죄를 교사하는 행 는 기본 으로 교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 의 

험성을 잠재 으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컨  상해를 교사하는 

행 는 정범의 수락과 실행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잠재  상해 험을 창출

하는 행 라고 할 수 있다.60) 이러한 행 의 험성이 인정되더라도 직 성 요건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그러한 행 의 험성이 한 결과를 야기할 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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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험성으로 직 으로 실 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 결과의 실 은 결과  가 범의 구조상 행 자의 과실이 개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교사사례의 경우는 행 자의 과실을 교사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긴다. 결과  가 범의 가 처벌 근거로서의 직 성이라는 

것이 험창출 행 와 한 결과를 야기할 만한 형 인 험결과의 결합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결합해주는 것이 행 자의 과실이다. 행 자는 어디까지나 

기본범죄의 결과만을 의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사례의 경우에 교사자

에게 한 결과의 험실 을 인정하기 해서는 교사자에게 그 험실 에 

한 직 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자가 교사행  당시에 피교사

자가 한 결과의 험을 발생시킬 것을 상하 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사행

 자체의 과실이지, 한 결과의 험실 에 한 직 인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과실은 고의의 상이 아니므로 교사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때

의 과실은 교사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교사행 와 한 결과

의 험실 은 그 직 성이 탈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61) 따라서 교사자에게는 직

인 한 결과의 험실 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 결과는 교사자에게 귀속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범의 불법은 어디까지나 피교사자가 행

한 기본범죄의 결과로 국한되고 교사자에게는 기본범죄의 교사범만이 성립한다

고 할 수 있다.  

V. 결  어

일정한 기본범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과실로 한 결과를 야기하여 결과

 가 범이 성립하는 경우 그 기본범죄의 교사자에게도 결과  가 범의 교사

60) 이때 치명성설과 같은 위험창출에 관한 행위기준설에 의하면 교사행위라는 것은 상해
의 방법을 특정하여(예컨대, 상해를 교사하면서 흉기사용과 같은 상해방법을 구체적으
로 지시하는 경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위험창출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절충설의 입장에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61) 다만, 피교사자가 중한 결과의 위험을 실현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교사한 행위에 대한 
과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교사자의 과실은 교사행위자체의 과실행위성이 
인정될 것인지, 중한 결과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치사
죄와 같은 별도의 과실정범(정범과의 관계로 보면 과실동시범)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
부가 정해질 것이다. 이는 추후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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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하여 례와 학설의 다수견해는 상세한 논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교사자에게 ‘ 견가능성’이라는 과실의 표지만 있다면 마치 

별다른 의심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  

가 범이라는 것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  경합이라는 일반  책임원칙을 뛰

어넘는 ‘특별한’ 가 처벌 규정이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결과

 가 범의 가 처벌근거로 직 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수용되고 있다

면 그에 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에 해서도 비 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결과  가 범을 성립시키기 한 직 성의 원칙에 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범에게도 이러한 결과  가 범의 불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정리하면, 결과  가 범에 있어서 직

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결합하여 가 처벌하기 한 객  

귀속의 척도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 성의 원칙상 교사범에게는 한 

결과에 한 험실 의 직 성이 결여되어 결과  가 범으로의 객  귀속이 

부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직 성의 원칙을 본격 으로 논의하는 학자들

도 지 하는 바와 같이62) 이 원칙은 그 단기 이나 구체  내용에 한 해명

은 아직까지 명료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좀 더 세부 인 유형화

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이러한 결론도 그러한 논의의 

진 에 따라 부분 으로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교사범 

사례에서 직 성의 원칙에 따른 논의가 상당부분은 공범의 처벌근거와 맞닿아 

있는 만큼 추후 두 역의 결합을 시도하는 논의도 완 한 이론 인 해결을 

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는 결과  가 범의 처벌에 한 입법정책과도 한 연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형법개정과정에서의 명확한 입법  해결도 아

울러 기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투고일 2009. 8. 31   심사완료일 2009. 9. 11   게재확정일 2009. 9. 17 

62) 박광민, 주2)의 논문, 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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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Bugon Ryu
*

63)

Wenn man das vorsätzlichen Grunddelikt angestiftet hat, Täter aber die schwere Folge 

verursacht hat, so daß er da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gemacht hat, ob die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vollendet worden könnte oder nicht. Rechtsprechungen und 

zahlreiche Lehren über diesen Problem bestätigen die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mit dem Grund, das Voraussehensmöglichkeit von der schwerer Folge, ohne der 

deutliche Beweis. Aber es gibt wenige Lehre, daß die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sagt ab. Sie behaupt mit dem Grund, daß das ungerecht ist, weil das die Anstiftung 

zur Fahrlässigkeit anerkenntet worden o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das Sonderdelikt ist, 

so daß Anstift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nicht machen könnte. 

Hier betone ich erst, das unsinn sei,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nur mit 

der Voraussehensmöglichkeit. Mit dem Grund der schwerer Strafe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urteile ich die Entstehung der Anstiftung. Zur Zeit werdet sowie „Prinzip der 

Unmittelbarkeit“ als der Grund der schwerer Strafe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angezeigt. 

Das heißt, die typische Gefahr des Grunddeliktes zur schwerer Folge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s unmittelbare verwirklichtet werden musst, und die Unmittelbarkeit hat zwei 

Bedingung, die unmittelbare Gestaltung der Gefahr und unmittelbare Verwirklichung der 

gebildet Gefahr sind. Zum Schluß von der Verursachungstheorie des Strafgrund der 

Teilnahme sei nicht Unrecht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s beim Anstifter, weil er 

unmittelbare Bildung der Gefahr nicht machen könnte.

Schlüsselwörter: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Prinzip der 
Unmittelbarkeit, Schutzziel des Norm, Strafgrund der Teilnahme, 
Verursachung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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