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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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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형법 각칙상의 범죄유형들을 보면,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험범이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해 법익이 침해되기 이전 단계, 

즉 법익에 대한 ‘위태화’ 단계에 범죄를 인정하고자 하는 입법방식이다. 이러한 위험

범은 법익 및 결과반가치라는 가치적 관점에서 보면 침해범에 비해 그 범죄성립시기가 

앞당겨져 있으므로 형법상의 여러 원칙과 형법 도그마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물론 총론과 각론이 충돌할 경우 각론이 우선한다는 사고가 일반

적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많아지게 되면 개별범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추상

적․일반적 공통원리인 형법 도그마틱이 무색해질 위험이 있다. 게다가 위험범의 입

법이 많아진다면 형법은 법익 보호적 측면에 충실하게 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범 규정들을 가능한 한 

형법 원칙론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범은 침해범과 달리 법익에 대한 위험단계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결과반

가치의 내용을 ‘법익침해의 위태화 또는 위험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험범의 ‘위험’을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위험’과 동일하게 보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구체적 위험범은 그 성립을 위해 구성

요건요소로서 위험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미수범 성립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인데, 위험범의 위험과 결과불법의 내용인 위험을 동일하게 파악할 

경우, 위험의 불발생은 곧 결과반가치도 부정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국 행위반가치

만으로 위험범의 미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험범의 기․미수는 구

성요건의 충족여부만으로 구분되고 있을 뿐 위험범 기․미수의 불법구조에 대한 실

질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침해가 있기 전 단계에 범죄를 인정하

고자 하는 위험범은 형법상의 불법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미수론 도그마

틱이 위험범의 미수까지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미수범 일반론에서 말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

치와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 독일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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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의 불법론에 따르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서로 얽혀있는 합일된 형태

이므로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과반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추상적 위험

범도 범죄인 이상 불법의 필요조건으로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반드시 요구

된다. 설사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행위가 경험칙상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하더

라도 그 행위로 인해 위험하다고 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위험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사상(捨象)한 채 일정한 행위만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일정한 행위 및 결과만으로 법익에 대한 

위험을 추정하는 것은 형법상의 불법론에 합치될 수 없으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해석에 

있어서도 행위자로 하여금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위험발생을 요구하여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도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사후 시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되

어져야 하는 일종의 구성요건적 ‘(위험)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험범의 위험개념은 미수 일반론에서 말하는 위험성, 즉 행위시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위험성과 구별될 수 있으며, 위험범 기수

의 결과반가치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위험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가치판단, 즉 법익침

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 내지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성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하한에 위치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구성하는 위험성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위험범의 해석을 형법상의 불법론과 관련시켜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면 

위험발생여부와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로써 그 기․미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의 성립시기도 종래 해석론에 비해 다소 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수한 구성요건의 실현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견해는 침해범으로 

해석가능한 형법규정들(예: 주거침입죄, 협박죄 등)을 위험범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기․미수를 구분한다면 위 규정들을 침해범으로 해석할 수 있

으므로 법규해석의 위험범화 현상을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보장적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제어: 침해범, 위험범, 미수범, 결과반가치, 법익침해의 위험성

I. 들어가는 말

형법상 범죄는 기수범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법 각칙상의 범죄는 

기수단계를 기본형으로 하여 구성요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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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과 기수범의 구분은 범죄의 미완성에 의해지며, 범죄의 미완성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범죄의 종류를 법익의 보호정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해석상 보호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인정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보호법익이 침해되기 이전 단계, 즉 법익에 대한 위험단계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위험범이라고 한다. 위험범은 주로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위치

하고 있으며, 위험범을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로서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

화죄가 대표적이다.

앞에서 기수범이 되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좀 더 본질적

으로 보면 침해범과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

으로 ‘기수범’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침해범과 

위험범 상호간에 우열 또는 동렬 여부, 위험범의 확대경향과 그 입법의 필요성 및 

정당성 여부 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험범의 범죄성립시기가 침해범에 비해 前置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異論 또한 없다. 여기서 침해범과 위험범 사이

에 따르는 문제의식의 발단은 형법 해석학의 최고 정점의 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형법의 대원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의 최고 지도 원리이자 입법에 대한 제약원리이며, 법률이 존재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의 적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험범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해석학, 즉 

형법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위험범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본 후, 형법 도

그마틱에 부합하는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위험범 중에서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단지 입법자의 동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행위’만으로1), 또는 일정한 ‘행위’와 ‘결과발생’만으로2) 법익에 대한 위험을 추정

하여 범죄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추

상적 위험범의 입법형식이 많아지면 시민생활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될 것이므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게 해야 할 것

이 요구된다.3)

1)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들 수 있다.
2)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불을 놓아’라는 행위와, ‘소훼’라는 결과를 들 수 있다.
3)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8,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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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해석학에서의 불법론과 침해형법의 관점에서는 범죄의 결과반가치 

측면을 ‘법익침해=기수범’ 그리고 ‘법익에 대한 위험=미수범’으로 파악하는 등식

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등식은 법익에 대한 위험으로 ‘기수범’이 되는 

위험범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불법론은 주로 침해범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된 

산물이므로 위험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익에 대한 위험

이라는 법익침해의 前 단계에 미수범을 인정하는 전통적 불법론의 공식에 따른다면, 

본래 미수범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단계에 위험범의 ‘기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4) 하지만 현행법 중, 

예컨대 추상적 위험범인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제

174조)과 심지어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제175조)까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본질적

으로 미수범의 형태와 유사한 위험범의 형태에 ‘기수범’을 인정함으로써 예외적 처

벌을 원칙화 하고 있으며, 모든 위험범은 아니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쉽

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종래 미수범 도그마틱으로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가능하다. 즉, 형법 해석학

(Strafrechtsdogmatik)은 실정형법의 논리적인 해석과 체계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데, 마치 개별범죄 규정이 총론을 위해 존재하는 것 마냥, 현재의 패러다임은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형법 해석론은 無에

서 도출된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개별범죄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이론가들의 연구 산물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사회가 산업화․

과학화 시대에 이름으로써 이에 따른 새로운 위험들이 탄생하였고, 테러범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예방적 사고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형법의 목적은 속죄나 응보에서 예방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5) 비록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위험범이 입법자의 사랑을 

받는 범죄형태라고 하지만6), 이러한 예방사고에 기인하여 법익침해 이전 단계를 

4) 추상적 위험범과 거동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상적 위험범을 순수한 거동범의 성격이

라고 하며(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2006, 박영사, 144면), 거동범의 미수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1989, 734면;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371면).
5) 박강우, 험형법론, 한국학술정보, 2008, 14면.
6) Schmidt, Untersuchung zur Dogmatik und zum Abstraktionsgrad abstrakter Gefährdungsdelikte, 

1999,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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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위험범의 입법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진다면, 전통 형

법상의 여러 원칙들, 예컨대 책임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보장적 기능 

등과 상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면하려면 종래 형법상의 기본원칙들을 

포기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인데 현재 그러한 사고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며7), 그

렇다고 새로운 형법원칙이 도출되었거나 위험범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공통

원리가 탄생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물론 위험범의 입법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범을 

해석할 때 가능한 한 전통형법의 원칙 및 형법 도그마틱에 충실한 해석을 함으로써 

범죄성립시기의 전치화(Vorverlagung)현상에 다소 제동을 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외에 인격적 법익과 관련하여서도 

범죄성립시기를 앞당겨 위험범으로 파악하려는 사고도 적지 않다. 예컨대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판결8)은 협박죄의 

범죄성립시기를 법익침해 이전 단계로 앞당겨 위험범으로 파악하였고, 그 미수범 

처벌규정 또한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침해범으로 해석이 가능한 

범죄형태에 대한 위험범화 현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형법상 불법론의 본질과 미수범의 불법을 파악하고 위험범의 불법구조에 따

르는 문제점들을 파악한다(II). 둘째, 위험범과 미수범이 법익침해의 ‘위험’단계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미수범과 위험범의 양 위험개념을 구분한 후, 형법상의 

불법론에 입각하여 위험범의 불법구조를 분석한다. 나아가 법익에 대한 위험성 여

부로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성립의 전치화 현상 

내지 위험범화 현상을 제한하는 역할로서 기능하는지 파악할 것이다(III). 마지막

으로 관련문제로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과 불능미수와의 관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IV).

비록 위험범이 법익침해 이전 단계에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형태라는 점에서 그 

결과불법 측면은 침해범과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위험범의 성립요건을 가능한 한 

형법 도그마틱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위험범의 미수에 대해서도 미수 일반론이 적

7)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동아법학, 제51호, 2011, 108면.
8)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합.
9) 침해범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규정들을 소개

하고 비판하는 문헌으로는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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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여 그 미수범의 성립시기가 또다시 전치화 되지 않도록 방

지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형법상의 불법론과 위험범

1. 논의의 전제로서 형법상 불법의 본질 및 미수범의 불법

형법상 불법이란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평가된 실체, 즉 위법이라는 반가치

판단의 내용 및 실질을 의미한다.10) 불법론에 관한 논의는 범죄체계론의 등장과 

함께 발전하였고, 현재 행위불법(행위반가치)과 결과불법(결과반가치)이 모두 구비

되어야 하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으로 승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 행위반가치와 더불어 결과반가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미수범은 현

실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반가치 측면은 기수범과 차이가 있을 것인데, 현재 미수범의 결과반

가치를 법익침해의 전 단계인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으로 파악하거나11), 이와 

더불어 법익 평온상태의 교란이라는 가장 약한 형태의 결과반가치를 상정하여 파악

하기도 한다.12) 법익 평온상태의 교란 내지 법 동요적 인상이라는 미수범의 불법은 

곧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독일의 다수설인 인상설(Eindruckstheorie)

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사실상의 가능성 개념과 관련지어 결과발생의 가능성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13) 하지만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규범적․동태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태적으로 분석한 구성요건요

소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14) 즉 ‘반가치(Unwert)’라는 용어에서도 쉽게 알 수 

10)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110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116면.
1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199면;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116면; 임웅, 앞의 

책(각주 10), 186면. 특히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39면에서는 법익위태화보다 더 약한 

‘법익평화상태의 교란’이라는 제3의 결과반가치를 상정하여 불능미수의 결과반가치로 

파악하고 있다.
12) Mylonopoulus, Christos, Über das Verhältnis von Handlungs- und Erfolgsunwert im Strafrecht, 

1981, S. 81;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39면. 
13)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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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산물이며, 그 가치판단의 

방법은 사회일반인에 의한 객관적 위법성론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합일체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얼굴 앞쪽으로 손바닥을 휘둘

러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였을 때, 갑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안전이

라는 법익을 위험하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폭행의 고의로 행위

하였는지, 파리를 잡고자 손을 휘둘렀는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진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나

타난 외부적 사태만을 놓고 불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서로 얽혀있는 관계라고 해야 하므로 미수범의 불법도 기수범의 불

법과 마찬가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미수범의 불

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표현하자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의 불법(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합일)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다.15)

2. 전통적 불법론에 따른 위험범의 불법판단에 대한 문제점

상술한 형법상의 불법론을 전제로 위험범의 불법구조를 파악해 보겠다. 우선 침

해범은 법익의 ‘침해’가 있으면 기수범이 되는 반면, 위험범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익에 대한 ‘위험’단계에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이 성립하는 범죄형태이다. 

따라서 위험범의 결과반가치는 침해범의 경우와 달리 법익침해의 위험이 그 내용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범의 기수시기가 침해범의 그것에 비해 한 단계 앞당겨 

14)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28면. 
15) 임웅, 앞의 책(각주 10), 389면. 그리고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보통 불능미수에서 위

험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구객관설, 주관설, 신객관설, 추상적 위험설, 인상설 등도 

불능미수의 영역에서만 논해지는 독자적인 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 및 객관주의 범

죄론과 각 범죄체계론이 발전함에 따라 등장했던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따라서 범죄체계론의 전개 및 그에 상응하는 각 학설에 따라 불능미수라는 범죄

형태가 처벌되는 대상인지, 불처벌의 대상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체계

론을 취하는 이상, 미수범에서 말하는 위험성은 결과반가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

다. 즉. 절충설 중 추상적 위험설 내지 인상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기초한 행위

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서로 얽혀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재현, “미수

범의 불법판단에 관한 연구”, 성균 법학, 제24권 제2호, 2012, 3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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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는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

보다 하한에 위치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결국 위험발생에 대한 또 다른 

위험성을 인정함으로써(표현하자면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 미수범의 성립시기를 

또다시 한 단계 전치시키는 문제를 안게 된다. 위험범 자체가 기수의 성립시기를 

위험단계로 앞당겼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는데, 사실상 형법

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험범 규정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취급하여 형법 도그마틱을 적용하지 않고 기수, 미수 그리고 예비의 

성립시기까지 앞당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도식적으로 볼 때, 

종래 불법론과 같이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로 파악한다면, 

침해범 ‘미수’의 결과반가치와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를 서로 동일하게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구성하고 

있는 미수범 처벌근거에 관한 일반론은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에 따르면,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는 달리 구성요건상으로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위

험에 대한 인식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호

법익에 대한 위험을 추정 내지 간주하여 결과반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상의 

불법론에 합치될 수 없으며, 책임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반

하게 되는 동시에17),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사람의 얼굴 앞에 손바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반가치 판단을 내릴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을 떠나서 불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보호법익이 

불법판단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추상적 위험범을 해석할 때 보호법익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무관한 태도를 보인다면 대체 그 불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중대한 법익에 대한 범죄를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그 범죄성립

시기를 앞당겨서 취급하려는 위험범의 입법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미수뿐만 아

니라 예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상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8) 이러한 범죄성립범위의 확장 현상을 해결하려면 위험범을 파악

16)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08, 497면;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7, 82면;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72면; 임웅, 앞의 책(각주 10), 91면.
17)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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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형법 도그마틱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미수범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형법상의 불법론이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수범의 

위험성과 위험범의 위험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III. 위험범의 제한해석을 위한 도그마틱의 적용

1. 미수범과 위험범에서 말하는 양 위험개념의 구분

앞에서 형법상의 불법론과 관련하여 위험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는데,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개념과 미수범에서의 위험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단초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두 위험개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종래 미수론 도그마틱을 적용하여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의 성립시기를 

다소 후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미수범의 위험성

형법상 불법론에 따르면 미수범의 불법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특히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법익침

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19)

과거 19세기에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그리고 20세기 초 범죄체계론의 등장과 

함께 미수의 가벌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분분하였다. 우리 형법이 3단계 범죄체계

론과 현재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따르는 이상 미수범에 관한 논의도 범죄체계론의 

등장과 발전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을 순수하게 객관적 외부적 세계에 주

안점을 두었으며, 신 고전적 범죄체계론은 규범적 구성요건의 발견으로 기존의 가치

18) 현행법상 추상적 위험범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175조). 위험범의 기수․미수․예비의 구조를 침해범보다 한 단계씩 앞으로 

당기는 논리에 따르면, 위험범의 예비는 침해범에 대비하여 볼 때 ‘예비의 예비’를 처벌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예비죄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간접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견해는 임웅, 앞의 책(각주 10), 350면.
19)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이 가능했던 사태만을 말

한다고 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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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몰가치적 개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성요건의 

몰가치성 또는 가치중립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객관적인 

결과발생의 위험성 내지 가능성으로 보았고(객관설), 목적적 범죄체계론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에 주안점을 둔 행위반가치에 그 불법을 인정했었다(행위반

가치 일원론의 입장: 주관설). 특히 행위반가치론의 등장으로 종래 고전적 불법론인 

결과반가치론과 첨예히 대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는 

불법이 충족되려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양자 모두 요구되고 있음에 異論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미수는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은 사태이므로 상대적으로 행

위반가치보다 결과반가치의 구성이 문제된다. 무엇보다 결과와 결과반가치의 구별

인데, 결과반가치가 동태적․규범적 가치판단이라는 점에서, 정태적 사실판단이라

고 할 수 있는 결과발생 및 객관적인 결과가능성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와 결과반가치의 본질적인 구별이 모호했던 시절은 종래 고전적 범죄체계론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호의 객체라고도 하는 보호법익과 행위의 객체를 

구별하여 파악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지금처럼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었고, 리스트와 같이 법익을 실질적인 범죄의 객체로 파악하여20)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들도 있었다.21) 추측해 보건대 이러한 논쟁 탓에 결과발생과 

법익의 침해, 그리고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또는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법익은 가치적․정신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며22),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타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였지만, 

정당방위 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등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간단히 말하자면 ‘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만약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결과가 발생하였을지언정 상대방의 생명은 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20) 임웅, 앞의 책(각주 10), 182면.
21) 법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임웅, “형법상의 ｢법익｣개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2.
22) 임웅, 앞의 책(각주 10),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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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

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예컨대 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는데 알고 보니 정당

방위 상황이었던 소위 ‘우연방위’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우연방위의 경우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고, 결과반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미수와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이다.23) 따라서 결과와 

결과반가치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다면 미수범의 위험성은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이루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의미하며,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 또는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은 결

과범에서 말하는 ‘결과’와 거동범의 구성요건실현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위험성과 

가능성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법의 평가라는 반가치 

판단은 사회일반인에 의한 객관적 위법성론으로 확립되어 있다. 사회일반인 또는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은 곧 형법의 규범력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수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가치판단도 논리필연적으로 사회일반인에 의해져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과 같이 사후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실판단이 아닌 이상, 실행의 착수 시점인 행위시에24) 

위험성이 있었는지 일반인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규범적 가치판단, 사회일반

인의 판단이라 함은 평가의 객관적 측면을 담보).

미수범의 불법을 정의하자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계에 드러난 행

위가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사전판단)25) 사회일

반인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개념이다(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 불법의 판단은 객관적 

위법성론).

  

23)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256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각주 4), 282면; 박상기, 앞의 

책(각주 16), 152면;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296면; 임웅, 앞의 책(각주 10), 

203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204면. 이와 달리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220면.
24) 미수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신객관설, 추상적 위험설, 인상설 모두 사전판단

(ex ante)이며, 이를 주장하는 독일의 견해로는 Finger,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904, S. 297ff; Hippel, Lehrbuch des Strafrechts, S. 158∼159;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S. 200; Wachenfeld,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S. 179.

25)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756면. 독일은 인상설로 풀이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종래 

판례(EvBl 1979/38; JBl 2001 63(15. Senat); JBl 2001 62 u RZ1998/38(12. Senat); EvBl 

1997/99 u EvBl 1996/146(15. Senat)) 및 다수설(Kienapfel/Höpfel, Grundriss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2. Aufl. 2007, S. 144.)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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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개념

위험범이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위험범의 위험개념도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이란 경험칙상 위험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입법자의 동기

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위험을 의미하며26),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은 당해 구성요건

의 충족 여부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

설적 견해이다.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구성요건상으로 위험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

험범의 위험개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미수범의 위험은 결과반가치의 내용

으로서 행위시점으로 돌아가 사회일반인의 판단에 의해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하

였다(사전적 규범판단). 반면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은 사후적 시점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한다.27) 그 이유는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발생은 일종의 구성요건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이상 

사실판단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8) 또한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

요건표지인 ‘위험발생’은 잠재적인 결과에 비추어 추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29)

그리고 구체적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발생의 판단방법도 문제된다. 이 위험발생

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설은 일반인이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느끼는 위험으로 파악

해야 한다고 한다.30) 하지만 일반인에 의한 사회심리적 판단이라 함은 동태적 규범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불법의 

평가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적 결과로 파악하는 

이상 그 판단은 곧 사실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을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사후적

으로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위험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침해에 이르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고 침해의 발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위험의 발생은 

부정될 것이므로31), 그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26)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110면;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280면;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72면; 임웅, 앞의 책(각주 10), 90면.
2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509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9, 562면.
28) 김성규,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2008, 63면. 
29)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281면.
3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636면; 이재상, 앞의 책(각주 27), 509면; 임웅, 앞의 

책(각주 27), 562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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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게다가 범죄행태는 천태만상이며, 범죄에 쓰이는 모종의 수단 및 도구에 

의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 가능한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따

라서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일반

인에 의한 사회심리적 판단보다는 물리적․과학적 판단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

건요소인 결과로서의 개념, 즉 사실판단의 영역에 위치한 개념인 반면, 결과반가

치의 내용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규범적 판단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양 위험은 

판단시점 및 판단방법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32)

(3)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개념과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 요부

추상적 위험범의 특징은 결과에 대한 귀속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법익침해를 

확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방적 행정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수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한다.33) 이와 같은 설명은 위험범이라는 범죄형태가 

형법상 침해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성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도 형법상의 범죄임은 분명하므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라는 양대 불법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추상적 위험범의 결과불법적 측면을 추정된 ‘법익에 대한 위험’

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가 당해 법익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려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불법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상의 불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사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호법익을 해하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배제한 채 바로 결과반가치를 

추정 내지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34) 이미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상대방의 얼굴에 폭행의 고의로 손바닥을 휘둘렀는지, 파리를 잡으

려고 휘둘렀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과반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31) 박강우, 앞의 책(각주 5), 208면.
32) 살인죄에 대비하여 보면, 살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와 생명의 침해라는 ‘결과반가치’의 

구별과 같다.
33) 이재상, 앞의 책(각주 27), 507면.
34)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방화죄가 부차적으로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할 경우 그 불

법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부차적 보호법익을 위주로 설명한다면 

방화죄는 결국 침해범이 될 것이므로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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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35) 따라서 행위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은 채 결과

불법을 인정하는 통설의 입장은 형법상의 불법론에 합치될 수 없다.

둘째, 더 나아가 실제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36), 일정한 행위 또는 일정한 결과발생만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것은 종래 형법 원칙을 벗어나 오히려 위험형법의 확장현상에 디딤돌 역할을 해

주게 된다. 예컨대, 행위자가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원수의 집에 불을 질러 집을 

소훼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러한 경우에 공공의 위험을 추정하여 방화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상의 불법론과 

합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태 자체를 대상으로 형법의 개입을 

허용하고 침해범에서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형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행위는 항상 부수상황을 가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현실을 

떠나서는 결코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37) 따라서 위험범의 

위험은 법익보호를 위해 그 발생이 저지되어야 할 외계에 생성되는 일종의 ‘결과’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38),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과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견해39)에 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요죄(형법 제115조)의 해석이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소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범설(소수설)과 추

상적 위험범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구체적 위험범설은 다중의 폭행․

협박․손괴만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공의 

위험발생이 요구된다고 한다.40) 이와 달리 추상적 위험범설은 소요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정도의 다중의 폭행․협박․손괴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추상적 위험범설의 내용을 보면 

다중의 폭행․협박․손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행

35) 폭행죄와 같은 거동범은 구성요건상으로 일정한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결과반가치 

만큼은 인정된다. 
36) 이와 유사한 비판으로는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119면.
37)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125면; 남궁호경, “위험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1985, 189면.
38) 박강우, 앞의 책(각주 5), 179면.
39) 박강우, 앞의 책(각주 5), 179면.
40) 배종대, 앞의 책(각주 30), 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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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아니라면 소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행위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반사정 내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학설의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결국 추상적 위험범인지 구체적 위험인지 다투는 것은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 위험범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소훼’의 해석에 있어서 ‘독립

연소설’과 ‘중요부분연소개시설’의 설명만 보아도 위험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설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발생의 인식조차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수시기로서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때를 근거로 하는 독립연소설이나 중요부분

연소개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험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설명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추상적 위험범 규정

으로 파악하면서 그 성립을 위해 위험발생을 요구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다.41)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개념은 독자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이 구성요건 요소인 반면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입법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할 뿐이다.42) 하지만 입법의 동기는 법문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해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사 입법이유를 입법이유서 등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유서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수는 있어도 법 규정은 아

41)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

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30 판결); 무고

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1996.5.31. 선고 96도771 판결);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

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150 판결);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

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

3487 판결).
42) 박강우, 앞의 책(각주 5), 170면.



62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2.)

니기 때문에43) 법해석이 반드시 입법이유에 종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44) 비록 

추상적 위험범이 안전한 사회질서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해석론은 법익보호와 인권보장의 균형을 깨고 

예방적 측면으로 기울어 졌다는 비판 및 형법의 원칙론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과 같이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도 객관적 부수

상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이 성립하려면 위험발생이 요구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45) 그리고 형법상의 불법론에 따라 결과반가치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해석에 있어서도 

행위자에게 위험의 인식이 논리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46)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과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7) 결론적으로 두 위험범의 위험개념과 미수범의 위험은 결과와 결과반가

치의 구분과 같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48) 단, 여기서 따르는 

문제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49)

2. 위험범의 불법 및 결과반가치

위험범도 범죄이기 때문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라는 양대 불법요소가 충족

되어야만 비로소 불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 행위시에 행위자는 당해 

43) 송진경,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제47호, 2008, 223면.
44) 예컨대, 주거침입죄와 협박죄처럼 해석상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이다.
45) 구체적 위험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위험판단은 모든 전문지식 및 최소의 

인식능력을 가진 자가 행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놓고 판단시점까지 판명된 

인과요인 및 인과법칙에 기초하여 법익침해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불안감이나 인상에 기초하는 위험판단이 아니라는 견해

가 있다(岡本勝, “危險犯 をめぐる題問題”, Law School No. 39, 1981, 37면. 김성규, 

앞의 논문(각주 28), 104면에서 재인용).
46)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로는 송진경, 앞의 논문(각주 43), 231면.
47) 김태명,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성균 법학 제14권 제1호, 2002, 136면; 박강우, 

앞의 책(각주 5), 179면.
48)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과 미수범의 위험이 그 궤(軌)를 달리한다고 하는 견해로는 

山中敬一, 遺棄罪と危險槪念, 法學セミナー,  第36號, 1983, 54면.
49) 이재상, 앞의 책(각주 27),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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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한 위험의 인식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위험이 

발생되어야 그 불법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위험범이 법익에 대한 위험만으로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범의 위험발생을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법익침해의 위험 또는 법익의 위태화와 동일하게 파악할 여

지도 있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위험범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위험(위험발생)과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법익침해의 위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즉, 위험범의 위험과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위험을 동일하게 볼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즉, 위험발생이 부정된) 미수범의 경우 결과반

가치 또한 부정된다고 해석하게 되므로 결과반가치 없이 미수범을 인정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는 곧 형법상의 불법론과도 합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험이 발생한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와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위험범이 법

익침해의 전 단계(위험단계)에 기수가 된다는 점을 보면, 그 결과반가치를 법익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는 위험범의 ‘위험결과’에 

상응하며, 법익위태화(법익침해의 위험)를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라고 하는 견해

가 있다.50) 물론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인 일종의 ‘결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평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의 침해가 아닌 

법익에 대한 ‘위험단계’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래 미수범 

도그마틱에서 파악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위험범의 미

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기서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독일의 다수

설인 ‘인상설(Eindruckstheorie)’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인상설은 결과반가치에서 말하는 법익침해의 위험단계 속에는 가장 약한 정도의 

결과반가치인 법 동요적 인상 내지 법익평화상태의 교란이 위험성의 공통분모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단계를 이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51) 사실 

인상설은 불능미수의 결과반가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지만, 이러한 위험성 

단계의 세분화는 위험범의 결과반가치를 설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50)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38-439면.
51) 위험성을 두 단계로 세분화 하는 견해로는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39면; Mylonopoulus, 

a.a.O., S.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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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에 대해 법 동요적 인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52) 물론 법 동요적 인상이라는 단계와 

위험성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관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 여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협의의 장애미수(가능미수)와 불능미수를 결과발생의 가

능여부로써 위험성의 경중이 구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수범 일반론

에서 보면 가능미수와 불능미수는 사실상 결과발생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지며, 가벌성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익침해의 위험성(인상설에서는 법 동요적 

인상)이 공통분모로서 존재하고 있다.53) 사실상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면 위험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굳이 규범판단을 거쳐서 이중으로 위

험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면 다시금 규범

판단을 거쳐서 위험성을 심사하고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54)55) 따라서 위험성은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공통분모이긴 하지만 그 위

험성의 정도는 가능미수가 불능미수보다 위험성이 질적 내지 양적으로 상한에 위치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쥐약으로는 사실상 사람을 살해할 수 없지만 일반인

에게는 살해 가능한 위험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통념이다.56) 이와 달리 사

람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는데 다행히 급소를 빗나가 살아난 경우, 즉 가능미수 

사례와 쥐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불능미수 사례는 그 결과반가치 측면에 있

어서 위험성의 정도차이가 있으므로 관념상 위험성은 세분화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52) 배종대, 앞의 책(각주 11), 199면; 오영근, 앞의 책(각주 23), 156면.
53)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와 결과반가치가 다르듯이, 결과발생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발생가능성은 객관적 사실판단에 

의해지며,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일반인에 의한 규범판단에 의해지기 때문에 서로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발생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동치시켜

서는 안 될 것이다.
54)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실제로 “쥐약사용살해사건”이 있었는데, 쥐약으로는 객관적

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를 부정한 판결(대전지법 1996.4.26, 

95고합428)이 있는 반면, 쥐약에 대한 치사가능여부의 심사 없이 바로 살인죄의 미수

범으로 처단한 판결(광주지법제6형사부 판결 2011고합387)도 있다. 후자의 경우 검사와 

법관조차도 쥐약의 살상력에 대하여 의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5) 류부곤,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 

73면.
56) 쥐약으로 살인시도를 한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 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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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도 법익침해의 위험단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미수의 위험성에 비해 상한에 위치한 정도가 높은 위험성, 말하자면 법익침해에 

근접한 고도의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7)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추상적 위험범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미수를 본 논

문의 입장에서 파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행위자가 위험발생을 인식한 상

태에서 원수의 집에 불을 질렀고 목적물이 소훼되어 주변 거주자들이 연기 및 화

재의 위험 때문에 대피하였다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아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태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할 

것이다(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이라는 결과반가치). 반면 목적물은 소훼되었으나 

화재방지자재로 지어진 집이자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불이 번지지 않고 곧 자동적

으로 진화되었다면, 위험의 발생은 부정되지만 행위시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평가

하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므로 방화죄의 미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익침해의 위험성 인정).58) 따라서 위험범 기․미수의 결과반가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관념상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성

(또는 법익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성(미수의 위험성)은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상의 위험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험

범의 위험개념은 구성요건상 요구되는 위험과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위험으로 구분

되며,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위험은 다시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과 이보다 정도가 낮은 법익침해의 일반적인 위험(위험범 미수의 결과

반가치)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다면 위험범 기수의 성립시기만 침해범에 비해 앞당겨졌을 

뿐, 위험범 미수의 성립시기는 침해범 미수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되므로 위험범 

미수의 전치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침해범과 위험범의 결과반가치에 따른 기수와 미수의 성립시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57) Maurach/Zipf, Strafrecht, AT/I, 8. Aufl., S. 287. 이와 달리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280면에서는 위험상태의 야기 또는 위험발생은 침해의 초기단계로서 침해에로의 객관적 

경향을 의미한다고 한다. 같은 의견으로는 Schmidthäuser, Strafrecht, AT, 2. Aufl., S. 215.
58) 종래 해석론에 따른다면 목적물이 ‘소훼’되었으므로 방화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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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의 정도 및 내용

(일반인에 의한 규범판단)
기수와 미수의 성립시기

구성요건의 판단

(사후적ㆍ객관적 사실 판단)

① 법익침해 침해범의 기수
구성요건의 실현

(또는 결과발생)

②

위험성의

단계별

구분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성
위험범의 기수

구성요건의 실현

(객관적 ‘위험’발생)

③
법익침해의 위험성

(위험성의 하한: 

법 동요적 인상)

침해범의 미수
구성요건 실현가능성

(또는 결과발생 가능성)

위험범의 미수
위험불발생, 하지만 

위험발생의 가능성

④ 불능미수 구성요건 실현불가능

3.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및 위험범화 방지를 위한 보호법익의 역할

범죄의 실현단계를 보면,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를 완성한 경우가 기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미수이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으로써 미수범의일반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59) 즉,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범죄가 미완성되어야 한다. 기수와 미수의 구별선이 되는 범죄의 

미완성은 구성요건을 표준으로 판단될 것인데, 이 판단방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순수하게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한 형식적인 방

법과, 둘째 구성요건을 보호법익과 관련시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각 개별범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60) 

59) 여기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라는 표지를 보면 마치 결과범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법상에는 주거침입죄와 같이 거동범인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형태가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못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 례연구[17], 박영사, 2009, 19면에서는 형법 제25조의 

“결과”를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해석하고 이를 광의의 결과개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거동범이 아닌 결과범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성돈, 앞의 책(각주 16), 234면). 
60) 예컨대, 이재상, 앞의 책(각주 27), 118면에서는 협박죄의 기․미수를 보호법익의 침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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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격언과 같이 한 가지 원리로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개별범죄를 형법 도그마틱이라는 일관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위험범의 위험 및 그 불법구조를 

파악한 결과, 종래 미수범 도그마틱으로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과 보호법익이 가지고 

있는 실익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

미수는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한 기수범과 달리 범죄의 미완성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및 미수의 본

질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수범의 불법에 대한 설명이지만,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는 기수와의 구별을 위한 하나의 기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형법상 불법론과 연결시켜 볼 때, 미수범의 불법도 행위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법익침해의 위험성 내지 위태화)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61), 문제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구성할 경우,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이 되는 위험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를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62) 다시 

말해서, 형법 도그마틱은 개별범죄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일관된 논리

여야 하는데, 종래 전통적 형법원리 및 미수범 일반론으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위험범(예: 현주건조물방화죄)을 포함한 현행법을 통일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63) 이러한 비판은 (침해범의) 미수의 결과반가치인 위험성과 위험범에서의 

위험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64)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험여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同 236면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기․미수를 구성요건

상의 ‘침입’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침해범의 기․미수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위험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침해여부로 기․미수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과발생 여부로 위험범의 기․미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임 웅, 앞의 

책(각주 27), 556면.
61) 김일수, 앞의 책(각주 4), 438면; 배종대, 앞의 책(각주 11), 199면; 임웅, 앞의 책(각주 

10), 185면.
62) 구성요건실현가능성으로 위험범의 기ㆍ미수를 구분하는 견해도 위험범 미수의 불법구조

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63) 김성돈, 앞의 논문(각주 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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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의 위험개념과 미수범의 위험개념을 서로 다른 의미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위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을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본 논문의 

견지에 따르면, 행위자가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인해 객관적․과학적 판단

으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가 성립한다. 반면 물리적․과학적 판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시에 사회 일반인에 의해 위험하

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위험범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위험범의 ‘기수’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위험이 발생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과학적 판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행위시에 사회 일

반인에 의해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위험범의 미수가 성립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범 미수의 위험과 침해범 미수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이 법익침해의 위험은 침해범 미수의 결과반가치

이자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침해범의 미수이건 

위험범의 미수이건 양자는 서로 동일하게 결과반가치 측면을 ‘법익침해의 위험성’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범 기수의 결과반가치가 법익침해에 근접한 고도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은 단계적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므로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고 불을 

놓아 목적물이 소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도 위험발생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방화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사후에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판단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부정된다면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으며, 행위자가 불을 

놓는 행위시점에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미수범의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된다.

  

(2) 구성요건의 실현 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견해

‘침해범 미수의 위험성’과 ‘위험범 기수의 위험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

에서는 종래 미수범 도그마틱으로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해석하지 못하기 때

문에 구성요건 실현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

64)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과 미수범의 위험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로는 

Schmidt, a.a.O.,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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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5) 즉, 형법상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같이 추상적 위험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론상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

으로 파악할 경우, 위험범이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기수가 되는 이상 위 논리로는 

위험범 미수의 결과불법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고, 위험범의 기․미수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범은 물론이거니와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까지 포괄

하여 공통된 원리를 제시하고자 구성요건의 실현여부로써 기․미수를 파악하고 

있다. 형법상 위험범으로 취급되는 규정들은 대부분 구성요건의 실현 여부에 의해 

기수와 미수가 구분되고 있다.

살인죄와 같이 침해범이면서 결과범인 경우에는 법익침해 및 위험성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및 결과발생가능성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함에 있어서 두 기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구성요건의 실현여부라는 기준으로써 기․미수를 구분한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위험범으로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위험범화 현상에 대한 제한으로서 보호법익의 역할

1) 주거침입죄의 기수 및 미수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있어서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의 대립이 있으며,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미수의 구별기준을 논하기에 매우 적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

다는 인식하에 들어갔다고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

였다면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친다”라고 판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주거

침입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고 있다.66)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를 

‘법익’에 대한 침해 및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65) 김성규, 앞의 논문(각주 28), 64면; 김성돈, 앞의 논문(각주 59), 11면.
66)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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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과 위험범은 구성요건의 해석상 도출되는데, 본 규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침해범을 처벌한다는 전통적 침해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험범은 예외적․정책적 색채가 강하므로 주거침입죄를 

굳이 위험범으로67)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익침해 이전 단계에도 그 처벌이 가능한 이상, 굳이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단계로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미

수범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도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68) 주거침입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69)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한

다면 기수와 미수를 법익침해 및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침입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법익에 대한 위험만으로 기수

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익침해여부로는 기․미수가 구별될 수 없고, 앞에서 언급한 

구성요건 실현가능성 여부에 의해 기․미수가 구분된다고 한다.70) 즉, 신체의 일

부가 침입하면 미수, 전부가 침입하면 기수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구성요건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미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는 있지만71), 이 또한 모든 법 

규정을 포섭하지는 못한다.72) 이 견해는 보호법익으로 기․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신체의 전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

익의 침해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하며, 계속범의 측면에서 

보면 신체의 일부침입으로 사실상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경

67) 주거침입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233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230면;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252면; 이재상, 

앞의 책(각주 27), 234면.
68) 독일은 주거침입죄가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질서에 대한 죄’이며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위험범으로 파악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69)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240면;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273면; 

임웅, 앞의 책(각주 27), 240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각주 30), 227면.
70) 미수범 도그마틱의 논의를 떠나 주거침입죄의 기․미수를 일부 내지 전부침입으로 구분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일부침입․전부침입으로 기․미수를 구별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반면 주거침입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면서 

신체의 일부 내지 전부침입을 기준으로 기․미수를 구별하는 견해로는, 오영근, 앞의 

책(각주 70), 283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각주 30), 230면.
71) 김성돈, 앞의 책(각주 16), 233면에서는 본 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

로 법익을 기준으로 기ㆍ미수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다.
72) 특히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를 미수범 일반이 아닌 특수한 형태 및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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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73)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위험범으로 볼 경우 언제 위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모호하다. 다시 말해서 ‘침입’에 대해서도 일부침입이 있고 전부침입이 있는바, 

무엇이 일부침입이며 무엇이 전부침입인지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74) 

그리고 본 규정을 위험범으로 파악할 경우, 침입하는 행위만으로 위험이 추정되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일부침입도 침입하는 행위의 일종이므로 이

러한 사실상의 기준으로는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75)

반대로 기․미수를 보호법익의 침해 및 위험여부로 파악할 경우, 주인이 잠시 

출타중인 빈 집 마당에 신체의 전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체의 전부침입을 구성요건적 결과로 

보아76) 전부침입시 바로 기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중지미수가 성립되기 어

렵다. 그리고 위험범의 입법형식이 많아지면 시민생활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77),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를 법익에 대한 침해 및 위험여부로 

파악한다면 주거침입죄를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협박죄의 기수 및 미수

협박죄에 대해서도 침해범설 및 위험범설의 대립으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였고, 본 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계의 다수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78) 본 판례에 대한 다수

의견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73) 김성돈, 앞의 책(각주 16), 239면.
74) 예를 들어, 창문으로 들어가는 도중 몸이 대부분 들어갔으나 한 쪽 다리가 창에 걸려서 

빼고 있는 도중 집 주인에게 발각되었을 때, 전부침입으로 볼 것인지 일부침입으로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 결국 이러한 기준은 사회통념에 돌아가야 할 문제이다.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현장설로 파악하는 다수설은 ‘현장’의 범위를 

사실상의 거리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으로 한다는 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75) 이에 대해 침입하는 행위와 침입이라는 결과를 구분하여 전부 침입시 비로소 침입이

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앞의 책(각주 16), 236면.
76) 주거침입죄를 결과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앞의 책(각주 16), 234면.
77)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104면.
78) 판례와 같은 의견으로는 김성돈, 앞의 논문(각주 5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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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

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

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라고 판시하여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리고 협박죄의 기․미수의 구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면 기수이고,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못하였다거나 

도달하였어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미수라고 한다. 

반면, 소수의견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형법, 

독일 형법, 일본 형법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을 취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침해범으로 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

수범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이를 미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침해범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위험범설은 침해범설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행위객체마다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다르게 파악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79)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객관적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라고 

보일만한 행위만으로 바로 기수를 인정한다면 기수범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미수와의 구별기준도 모호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범화 경향은 

인권보장적 측면 내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본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대해 ‘협의의 협박’이라고 설명

하면서 추상적 위험범설을 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박죄를 추

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광의의 협박’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79) 김성돈, 앞의 논문(각주 5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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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협박죄를 충분히 침해범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유리한 측면 및 예방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험형법 및 예방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여도, 형법의 

기본원칙까지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80), 형법의 최후 수

단성 및 겸억성의 원칙이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보호법익이 침해된다고 보아 그때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하여 미수

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

1. 보호법익에 의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형법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불능미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분분하며, 특히 형법 제27조(불능범)

의 ‘위험성’ 표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불능미수는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사실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미수형태를 의미한다. 조문에서 쉽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모순된 문장구조이다. 즉, 

미수범은 기수범과 달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 보다는 

결과반가치 측면이 문제되는데, 불능미수는 애초에 결과발생이 불가능(또는 구성

요건의 실현불가능)했던 사태이므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인지 문제되는 것이다.81)

80) 김태명, 앞의 논문(각주 7), 108면.
81)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위험성과 동일하게 파악한 판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 즉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하여 80도-90도의 가열하는 그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

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일반인(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졌어야 할 것이거늘, 이 점 심리절차 없이 다시 말해서 어째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힌 바 없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 아니면 불능범 내지는 위험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판 1978.3.28, 7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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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형법상의 불법론과 관련지어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위험범의 위험과 미수범의 위험을 구분하기 위한 논리를 불능

미수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구성요건의 실현 또는 실현가능성은 사실판단의 영역인 

반면, 법익침해 또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결과반가치의 내용으로서 규범판단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말해 결과와 결과반가치의 구별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능미수가 사실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태였다고는 하지만, 규범판단에 의할 

경우 위험성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표지는 미수범 일반론

에서 말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82)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추상적 위험설 또는 인상설로 

귀결된다. 즉, 위험성이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만큼 그 불법의 판단은 사회일반인에 

의한 객관적 위법성론이 승인되어 있는바, 미수범도 주관과 객관의 합일체여야 하

므로 그 불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외계에 드러난 행위에 대하여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충족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설, 객관설, 구체적 위험설은 학설사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능미수의 위험성 표지를 과학적 일반인에 의해 판단하는 소위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이 있는데83), 이 또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쥐약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판례를 참고하면 그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쥐약은 과거와 달리 치사성의 독극물 성분은 없으며, 생명을 침해

할 만큼 치명적인 수단도 아니거니와, 단지 신체의 일정 부위에 출혈 정도의 현상이 

유발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져 있다.84) 하지만 과거에 쥐약으로 

4049)”라는 판시사항을 보면, ‘제약방법을 아는 일반인’ 즉 과학적 일반인에 의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곧 위험성도 없는 것이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객관적 사실판단에 

의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위험성은 일반인에 의한 불법의 

평가, 즉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해져야 하므로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82) 이재상, 앞의 책(각주 4), 116면; 임 웅, 앞의 책(각주 10), 186면.
83)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515면.
84) 불능미수를 설명할 만한 매우 적절한 예로는 ‘쥐약으로 살해를 시도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그 핵심적 내용을 함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박○○, 정○○ 작성의 감정서, 같은 연구소 문○○, 김○○ 작성의 

추가감정서, 당원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압수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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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거나 실수로 쥐약을 먹고 생명을 잃은 경우들이 허다했으므로,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쥐약이 치명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발생가능성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사실판단, 즉 과학적 판단에 의해

져야 하며,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위험성은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의 

통념이라는 규범판단에 의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을 취한다면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쥐약을 

음식물에 섞어 먹인 경우에 상해죄를 인정하겠지만, 반대로 상해의 고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의 고의로 쥐약을 음식물에 섞어 먹였다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불능

범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불법은 객관적 사실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도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판단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규범판단에 의해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85) 불능미수라고 함이 타당하며,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보는 이상 형법 제27조의 위험성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86) 따라서 법익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견해는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를 미수범의 일종으로 포섭하여 파악하게 된다.

위 음식물들에는 일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구마테트라일이라는 항 혈액응고성 

살서제 성분이 검출된 점 … 통상인의 경우 1회 복용시에는 안전하고, 매일 50mg 내지 

100mg씩 수일간 복용하더라도 잇몸, 코피, 무릎, 발꿈치, 엉덩이에 멍이나 혈종, 위출혈, 

기타 점막, 피부, 소화관, 비뇨기관, 자궁 등에 출혈이 보인다는 정도인 점을 알 수 있는 

바…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위험성도 없다 할 것이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대전지법판결 1996.4.26, 95고합428)”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결과발

생의 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

은 곧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므로 미수죄를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후적으

로 보아 객관적인 과학적 판단에 의하면 살인의 구성요건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일

반인에 의한 사회통념으로는 쥐약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불능미수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쥐약을 이

용한 존속살해미수사건’이 있었는데(광주지법제6형사부판결 2011고합387), 비록 불능

미수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위의 판례와 달리 살인죄의 ‘미수’를 인정했다는 점

을 보면 사회통념상 쥐약의 위험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쥐약’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통념상 치명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통념도 함께 변해갈 것이므로 일반인에 의해지는 반가치 판단이라는 불법의 평

가를 동태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례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85) 류부곤, 앞의 논문(각주 55), 73면.
86) 임웅, 앞의 책(각주 10), 186면;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법

연구,  제13권, 2000,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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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에 의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위와 반대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별기준 및 미수범의 불법을 구성요건 실현가

능성으로 파악한다면, 사실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또는 결과발생가능성)이 없는 

불능미수는 미수범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형법상 예외적으로 취급

되는 특별한 미수의 한 형태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87) 또한 형법상의 불법론과 합치

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우리가 기수범을 파악할 때, 우선 구성요건을 

심사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가치판단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미수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수범은 기수범의 

수정적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사후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쥐약사용살해시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

단이 요구될 때도 있다. 그리고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행위시에 

해당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불능미수의 

경우 사후적․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점에88) 일반인의 통념상으로 보아 그 행위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수가 인정된다.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여부로 미수범을 파악하는 견해는 위험범의 미수를 포섭하여 

설명하기 위해 미수범의 불법을 구성요건상의 행위 및 구성요건 실현가능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불능미

수는 전형적인 미수범의 한 형태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독자성을 띤 위험성이 

인정될 때 처벌이 가능한 특별한 미수의 형태로서 형법 제27조를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해석론은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를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미수

범의 일종으로 포섭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87) 이러한 사고는 형법 제27조의 ‘위험성’표지에 대해서 독자성을 주장한다(대표적으로 

김성돈, 앞의 책(각주 3), 418면). 이 입장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88) Hippel, a.a.O., S. 158∼159; Kienapfel/Höpfel, a.a.O., S. 144; Liszt, a.a.O., S. 200; Wachenfeld, 

a.a.O., S.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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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형법 도그마틱과 위험범 사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았다. 

특히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에 대한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형법의 기본원칙과 도그마틱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물론 법학은 실

천적 학문이므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입법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형법의 본래 

의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범이 정책적 취지가 강한 범죄형태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형법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러한 

해석시도에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 또한 

가능한 한 현행법을 아우를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리하자면, 첫째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 및 결과만

으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추정된다고 하지만, 당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부정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와 같이 법익에 대한 

위험이 부정된다면 결과반가치 없이 행위반가치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형법상의 불법론과 합치될 수 없으며,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형법상 불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반가치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무시한 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상적 위험범도 구체적 

위험범과 마찬가지로 행위자는 위험을 인식하여야 하고 실제로 위험발생이 인정

되어야 한다. 그 위험발생은 일반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요한다(객관적 사후판단). 그리고 위험범의 결과반가치는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성 또는 법익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험범 미수의 결과반가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그 내용을 이루며 침해

범의 미수단계와 동일하다. 그 판단은 사회 일반인이 행위자의 행위시로 돌아가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한다(규범적 사전판단). 따라서 위험범의 미수가 

침해범의 미수에 대비하여 그 성립시기가 또다시 한 단계 전치된 것이 아니라, 양 

미수범의 결과불법인 위험성은 관념상 서로 동일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에, 위험범 기수의 성립시기만 침해범에 비해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다. 위험범의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위험발

생이 있어야 하고, 법익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 또는 법익침해에 근접한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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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었을 때이다.

셋째, 추상적 위험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만으로 구분한다면 

위험범의 성립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도 보호법익을 기준

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수와 미수를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 여부만으로 구분한다면 주거침입죄나 협박죄와 같이 침해범 또는 위험범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을 위험범으로 파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불능미수를 미수범의 일종이 아닌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특수한 형태의 미수로 취급

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들을 바탕으로 위험범을 해석하고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다면 예외적 

색채를 띤 위험범을 형법 원칙론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앞당겨진 범죄의 

성립시기 또한 다소 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학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원칙과 예외가 병존하는 학문이다. 

또한 법학은 논리학이며 형법학은 법학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역적 완결체인 수학에 비견될 정도로 사회과학에서의 수학이라는 표

현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형법 도그마틱은 개별범죄를 가능한 한 널리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상의 기본원리는 보호적 측면과 보장적 측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위

험범은 침해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정책적이고 예외적 

성격을 띤 범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과 위험형법의 필

요성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만 귀 기울인다면 형법의 본래 의의와 취지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 언젠가 형법의 기본원칙 및 기본원리가 바

뀌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그 예외를 

포섭하기 위해 원칙을 흔들거나 다른 원칙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가능한 한 죄형

법정주의 및 그 파생원칙, 그리고 형법 도그마틱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고일 2012. 8. 7     심사완료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1. 30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 金宰賢   79

참고문헌

김성규,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2008.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 례

연구[17], 박영사, 2008.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8.

      , 형법각론, SKKUP, 2008.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1989.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4.

              ,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재현, “미수범의 불법판단에 관한 연구”, 성균 법학 제24권 제2호, 2012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동아법학 제51호, 2011.

      ,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성균 법학 제14권 제1호, 2002.

남궁호경, “위험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5.

류부곤,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

박강우, 험형법론, 한국학술정보, 2008.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7.

      ,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 형법각론, 홍문사, 2010.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송진경,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제47호, 2010.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형법각론, 박영사, 20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형법각론, 박영사, 2010.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 형법각론, 법문사, 2009.

임  웅, “형법상 ｢법익｣ 개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2.



80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 형법각론, 삼지원, 2002.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3권, 2000.

von Hippel, Robert, Lehrbuch des Strafrechts, Bd. II, Berlin: Verlag von Julius Springer, 

1932.

Kienapfel, Diethelm/Höpfel, Frank, Grundriss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2. 

Aufl.,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Wien, 2007.

von Liszt, Franz,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21 u. 22 Aufl., Berlin:Walter 

de Gruyter, 1919.

Maurach, Reinhart/Zipf, Heinz,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8. Aufl., C.F.Müller 

Juristischer Verlag Heidelberg, 1992.

Mylonopoulus, Christos, Über das Verhältnis von Handlungs- und Erfolgsun wert im 

Strafrecht, Carl Heymanns Verlag KG, 1981.

Schmidt, Jürgen, Untersuchung zur Dogmatik und zum Abstraktionsgrad abstrakter 

Gefährdungsdelikte, N.G. Elwert Verlag Maburg, 1999.

Schmidhäuser, Eberhard,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J.C.B Mohr Tübingen, 

1975.

Wachenfeld, Friedrich,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C.H.Becksche Verlagsbuch- 

handlung Oskar Beck München, 1914.

山中敬一, 遺棄罪と危險槪念, 法學セミナー 第36號, 1983.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 金宰賢   81

<Abstract>

Die einschränkende Auslegung der Gefährdungsdelikte 

durch die Dogmatik im Strafrecht

Kim, Jae-hyun*

89)

Im korStGB besonderen Teil gibt es zahlreiche Bestimmungen über den 

Gefährdungsdelikt. Das Gefährdungsdelikt ist eine Art der Gesetzgebungsform, die 

die Tat mit der Rechtsgutsgefährlichkeit präventiv verhindern wollte.

Falls diese Gefährdungsdeliktsbestimmungen häufig herbeigeführt werden, können 

diese vom Standpunkt des Rechtsgutsschutzes aus entsprechen, jedoch sich seitens der 

Menschenrechtsgarantie relativ entfernen könnten.

Obwohl es viele Bestimmungen gibt, die unter dem Verletzungsdelikt aufgefasst 

werden können, ist es das Problem, dass diese unter dem Gefährdungsdelikt ver-

standen werden(zB. §319①Hausfriedensbruch, §283 Bedrohung). Besonders, weil das 

Gefährdungsdelikt die Vorstufe der Rechtsgutsverletzung als vollendetes Verbrechen 

verstanden wird, hängt das mit dem Maßstab zwischen der Vollendung und dem Versuch 

zusammen. Es geht darum, ob die Rechtsgutsgefährlichkeit über allgemeine Versuchstheorie 

den Versuch des Gefährdungsdelikts als miteinbegriffen aufgefasst werden kann.

Das konkrete Gefährdungsdelikt braucht einen wirklich Eintritt der Gefahr, dagegen 

wird ein Eintritt der Gefahr für das abstrakte Gefährdungsdelikt nicht gefordert. Die 

Gefährlichkeit des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s sollte jedoch gleich mit der Gefährlichkeit 

des konkreten Gefährdungsdelikts verstanden werden, weil die typisch gefährlich be-

trachteten Taten nicht wirklich als gefährlich gelten können. Deshalb braucht die 

Gefährlichkeit des konkreten Gefährdungsdelikts auch objektive Beurteilung.

Zum Schluss, der Erfolgsunwert des Versuchsdelikts besteht normalerweise aus die 

Rechtsgutsgefährlichkeit, und die kann den Versuch der zwei Arten der Gefährdungsdelikte 

miteinbgriffen aufgefasst werden.

Keywords: Verletzungsdelikt, Gefährdungsdelikt, Versuchsdelikt, Rechtsgutsgefährlichkeit, 

Erfolgsunw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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