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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誤想共同正犯
―공동의 범행결의에 관한 착오―

1) 

李 用 植*

Ⅰ. 오상공동정범의 개념

우리 형법학계에서 아직까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가 오상공

동정범이다. 공동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실행의 착수

로 나아간다고 생각하 으나 실제로는 그 실행행위를 하는 자에게 범행결의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식하 던 경우를 오상공동정

범이라고 한다. 그 실행자는 범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

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때 그의 행위는 객관

적 외형상으로는 범행계획에 따른 실행행위로 보이지만, 주관적인 범행결의가 결

여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바꿔말하면 객관적 실행행위자에게는 고의가 결여

되어 불가벌인데, 아직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자가 객관적 행위자에 의해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즉 범행이 공동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오인하

다면 그를 오상공동정범이라고 부르는 것이다.1) 그러면 이와 같이 처벌되지 않

는 단지 외형상의 객관적 실행행위는 그 참가자가 범행결의를 가지고 실행행위

로 나아간 것으로 오인한 다른 참가자에게도 역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

가? 아니면 범행결의가 결여된 참가자 1인의 단지 외형상 객관적인 실행행위일

지라도 다른 참가자에게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여 (미수의) 공동정범 성립을 긍

정할 것인가? 이러한 귀속여부가 오상공동정범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즉 범행결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 생소한 용어는 독일어를 우리말의 뉘앙스에 맞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채택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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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없어서 공동정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이라고 오인된 공동자에 의

해 단지 외형상으로 행해진 실행행위도, 범행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오상공

동정범에게는 실행행위로 귀속되어 미수를 근거지우는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라

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오상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인가 아닌가 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는 공동정범의 한계사례에 속하는 애매한 역이다.

이에 대한 접근은 공동정범의 두 한계 역이 서로 관련되어 교착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귀속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범행의 예비

와 미수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공동정범의 미수 내지 실행의 착수와 관

련해서는 전체적 해결설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게 된다. 미수의 개시를 각

각의 행위자별로 따로 정하는 개별적 해결설의 입장에 의하면,2) 객관적 실행자에 

의해 행하여진 범행기여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참가자의 실행착수 내

지 미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애시당초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오상공동정범의 문

제는 제기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 해결설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실행

의 착수 즉 미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공동참가자에게 주관적인 면에서 

고의가 결여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범행결의가 없었거나 나중에 없

어진 경우에― 이를 모르고 원래의 범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자에게 공동정범

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이때 객관적인 실행자

의 미수행위를 여전히 범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오상공동정범에게 귀속가능할 때 

미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오상공동정범이라는 매우 특수한 문제는 공동정범귀

속의 근거찾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상공동정범의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문헌에 아직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은 이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는데 의의를 가짐에 불과하다. 독일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를 들

어보기로 한다.

[현관벨 사례; BGHSt 39, 236ff.] 갑과 을은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 강도하려

고 공모하 다. 함께 범행할 것을 A에게 제안하 더니 A가 승낙하 다. 그런데 

얼마 후 A는 경찰에 자수하 고 모든 범행계획을 털어놓았다. 이를 모르는 갑

2)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압도적 통설은 전체적 해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별적 해결설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제8판, 2000,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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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은 A가 자신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범행계획

에 따르면, A가 현관 벨을 누르고 부인이 문을 열면 그녀를 제압한다. 이때 갑

이 집안으로 달려들어가 남편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부부를 끈으로 묶는다. 그런 

다음에 을이 금고열쇠나 금고번호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는 것이었다. A는 자

신이 자수한 사실을 숨기고 갑․을과 함께 범행장소로 갔다. 을은 자동차 안에

서 대기하고 있고, 갑과 A는 그 집에 접근하여 A가 현관 벨을 눌 다. 이는 곧 

경찰에 대한 체포개시의 신호 으며, 이들은 즉각 체포되었다.

[환전상 사례; BGHSt 40, 299ff.] B는 환전상 A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A 자

신의 집에 위장강도를 하도록 양해했다고 갑과 을을 속 다. 그에 따라 갑과 을

은 강도를 행하 다. A는 보험금을 청구하 다.

[휘발유 방화사례; BGH MDR 1986, 974] 갑과 을은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

해 자신들이 운 하는 자동차정비소 건물에 방화하기로 A와 공모하 다. A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렸다. 그런데 A는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는 

단지 범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보상금을 얻으려고 공모에 나아갔던 것이다.

[가축상 사례; BGH NJW 1952, 430f.] 가축상 B는 갑․을과 함께 목장초원

에서 A의 소(牛)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 다. B는 A가 보험에 들어놓은 가축들

을 절취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절취를 양

해했다며 갑과 을을 속 다. 이에 갑과 을은 A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취하 다. A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위 4개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오인된 단지 외형상의 실행자가 범행의사를 가

지지 않아 범행기여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 즉 실행단계에서 범행결의(Tatent-

schluss im Ausführungsstadium)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행위한 자의 범행계획(Tatplan)과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

(Tatentschluss im Planungsstadium) 여부에 관해서는 서로 차이가 난다. (i) 현

관벨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오인된 객관적 실행자 A의 고의가 범행계획단계와 

실행단계 사이에서 탈락된 경우이다. 즉 A는 계획단계에서는 범행계획이 있고 

범행결의도 있었지만, 실행단계에서는 범행결의는 없으면서도 범죄실행으로 나

아갔던 것이다. (ii) 환전상 사례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오인된 객관적 실행자 A

가 공동의 범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 다. 즉 A가 계획단계에서는 범행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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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범행결의도 없었으며, 실행단계에서도 범행결의는 없고 단지 외형적으로 

볼 때만 범행기여가 있는 경우이다.3) (iii) 휘발유 방화사례는 공동정범으로 오

인된 A에게 처음부터 범행결의가 없으면서 단지 객관적으로만 (실행행위 아닌) 

어떤 행위로 나아간 경우이다. 즉 A에게는 계획단계에서 범행계획은 있었으나 

범행결의는 없었고, 실행단계에서도 범행결의가 없으나 다만 범행기여는 있었던 

사례이다. (iv) 가축상 사례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오인된 A가 범행계획을 알지도 

못하 었고 당연히 객관적으로도 범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즉 A에게는 계획단

계에서 범행계획도 없었고 범행결의도 없었으며, 실행단계에서도 범행결의가 없

었고 범행기여도 없는 사례이다.4)

휘발유 방화사례와 현관벨 사례에서만 객관적 실행자와 아직 행위하지 않고 

있는 참가자 사이에 범행계획과 관련하여 의사교환이 존재한다. 그런데 휘발유 

방화사례에서는 아직 행위하지 않은 참가자의 범행결의가 의사교환 시점에 이

미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현관벨 사례에서는 객관적 범행개시자의 범행결의가 

의사교환 후 범행기여 이전에 없어졌다. 환전상 사례에서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보면 실행행위가 존재하지만, 가축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귀속의 대상 ―A의 행위가 귀속가능한 자격이 있는
행위인가?

현관벨 사례, 환전상 사례, 휘발유 방화사례에서 객관적 실행자는 고의가 결

여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오상공동정범의 이러한 불

가벌적인 실행행위도 오상공동정범 갑과 을의 실행착수행위로 귀속가능한 범행

기여로서의 자격을 갖는가 라는 문제가 우선 제기될 것이다. 이는 곧 처벌되지 

않는 피오상공동정범 A의 실행행위도 오상공동정범 갑․을에게 귀속가능한 행

3) 이 경우 B에게는 특수강도와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갑과 을은 A가 양해하 다고 착오하 기 때문에 특수강도와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해당성이 조각될 것이다.
4) B에게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갑과 을은 절도죄와 관

련해서는 피해자 A의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 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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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가 아니면 객관적 실행행위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 미수로) 처벌되는 

경우에만 이를 다른 공동정범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귀속의 대상에 관

한 논의이다.

1. 단독미수 요구설

후자의 입장은 종래까지 독일판례의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5) 공동정범의 미

수도 미수범이라면 그 실행의 착수행위는 전체적 해결설에 의하더라도 ‘단독정

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미수로) 처벌되는 행위를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6) 따라서 A의 행위는 고의가 결여되어 그 자체가 실행에 착수

한 미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갑과 을에게 실행의 착수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아직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갑과 을에게는 다른 공동

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서 공동정범상황이 존재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은 있

지만, 갑과 을에게 귀속시킬 그 다른 공동자 A의 미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결국 갑과 을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현관벨 사례의 경우 A의 벨을 누르는 행위는 더 이상 범행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미수행위가 아니고, 경찰에 

신호한다는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

2. 연결미수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 해결설이 A에 의한 실행의 착수행위가 ‘단독정

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수행위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요

5) Vgl. BGH MDR 1986, 974.
6) Jung, Rechtsprechungsübersicht zu BGH NJW 1993, 2251; Versuch bei Mittä

terschaft, JuS 1994, 355; Küpper/Mosbacher, Untauglicher Versuch bei nur vermeint-
licher Mittäterschaft -BGH NJW 1995, 142, JuS 1995, 492; Joerden, Anmerkung zu 
BGH JZ 1995, 733ff., JZ 1995, 735; Erb, Zur Konstruktion eines untauglichen Versuch 
der Mittäterschaft bei scheinbarem unmittelbarem Ansetzen eines vermeintlichen Mittä
ters zur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NStZ 1995, 427; Roßmüller/Rohrer, Versuch 
und Mittäterschaft -Anmerkung zu BGH 40, 299=MDR 1995, 83-, MDR 1996, 987. 

7) 그러나 현관벨 사례에서 독일판례(BGHSt 39, 236)는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현
관벨을 누르는 행위를 특수강도의 미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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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아니며,8) 소위 연결미수(Anknüpfungsversuch)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단독정범의 미수와는 달리 연결미수에서 결여될 수 있는 

요소는 그것이 주관적인 요소와 관련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요소와 관련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의 없이 행하여진 A의 실행행위도 갑과 을에게는 

귀속가능한 행위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어떠한 행위를 다른 자에게 귀속시킨다

고 할 때 이는 오로지 그 객관적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오로지 객관적인 것이다.9) 그러

므로 객관적 행위자가 그 실행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행결의를 실현하는가 아

니면 다른 참가자의 범행결의를 실현하는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결국 실행을 

개시한 공동자에게 고의가 결여되어 미수로 처벌될 수 없다는 사정은 그 행위

가 아직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참가자에게 귀속이 가능한 행위인가 

여부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객

관적 실행행위는 다른 참가자에게 ―귀속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

족된다면― 귀속이 가능한 행위이다.

전체적 해결설에 따르면 어느 한 참가자가 객관적으로 예비와 미수의 한계를 

넘으면 다른 모든 공동자도 한꺼번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그 참가자의 

어떠한 객관적 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는가는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참가자의 개별행위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후의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단순한 예비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전체범행의 미수를 직접 실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10) 예컨대 현관벨 사례에서 A가 벨을 누르는 행위는 갑과 을에게 

(범행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인가를 판단함이 없이) 집주인이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연결미수가 긍

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현관벨을 누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집주인

이 문을 열면 그 집주인과 집안의 사정 등을 살펴서 강도하기에 유리한 상황인

가를 갑과 을이 판단하도록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

8) Ingelfinger, Schein-Mittäter und Versuchsbeginn, JZ 1995, 705.
9) Buser, Zurechnungsfragen beim mittäterschaftlichen Versuch, 1998, S.95.

10) Küper, Versuchsbeginn und Mittäterschaft, 1978, S. 30; Küper, Versuchs- und 
Rücktrittsprobleme bei mehreren Tatbeteiligten, JZ 1979, 7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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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한 예비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환전상 사례에서도 A는 보험회사

에 손해를 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귀속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미수행

위는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휘발유 방화사례에서는 휘발유를 뿌린 행위가 사

기죄의 예비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 실행의 착수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귀속의 대상이 이미 결여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Ⅲ. 귀속의 근거 ―A의 객관적 미수행위를 갑과 을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근거

1. 문제의 제기

이와 같은 A의 객관적인 미수행위를 과연 오상공동정범 갑과 을에게 귀속시

킬 수 있겠는가? A의 범행결의가 직접적인 실행착수 시점에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시킬 근거가 있는가? 이는 결정적이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환전상 사례와 달리 현관벨 사례에서는 객관적 실행자 A에게 계획단계에서는 

범행계획이 존재하 고 또한 공동의 범행결의가 있었다.11) 이 경우 실행단계에

서 행할 기능적으로 중요한 범행기여를 약속하고 인수한 것이므로, 범행지배설

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갑과 을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2) 

공동의 범행계획이 있으면 A의 행위를 공동정범자 갑과 을에게 귀속을 가능하

게 해주는 근거는 일단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에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런데 나중의 실행단계에서는 범행결의가 탈락되어 있

다. 즉 A는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경찰에 자수하 으므로 이때부터는 범

행에 가담할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로 인하여 공동정범귀

속의 근거는 다시 상실되고 따라서 공동정범으로의 귀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갑

11) 원래 의미의 오상공동정범이란 이미 계획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공동정범으
로 잘못 생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오상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A를 위장공동정범(Scheinmittäter)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12) 이 점은 Ingelfinger, JZ 1995, 714도 분명히 하고 있다.
13) Vgl. Tröndle/Fischer, StGB, 50.Aufl., 2001, §22 Rn.22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 231∼257238

과 을은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 이는 실행단계에서도 범행결의가 필요한가 아

니면 실행단계에서의 범행결의는 귀속에는 고려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이다. 결

국 실행단계에서의 범행결의에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2. 귀속을 긍정하는 견해 ―참가자 각자의 주관적 의사 기준설

Hauf에 의하면 공동정범 참가자는 각자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14) 단지 A만이 범행실현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의사를 가지고 갑과 을

은 이를 몰랐을 경우, A의 주관적 요소 결여가 다른 참가자의 주관적 의사에 

변경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A가 객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을 

때, 이는 갑과 을에게도 범행실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체포될 때까지도 범

행계획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에 따라 행위한 갑과 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15) 이 견해는 공동정범에로의 귀속대상은 오로지 객

관적 실행행위이지만, 주관적 요소는 각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미수여부는 전체적 해결설에 의할 때 그 객관적 요소와 주

관적 요소가 분리되어 고찰된다. A는 범행의사를 변경하 으므로 미수로 처벌

되지 않지만, A의 (범행결의가 없다는) 주관적 요소를 갑과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객관적 범행기여는 (범행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

는) 갑과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미수를 근거지울 수 있다는 것이

다.16)

공동정범에서 단지 객관적인 범행기여만 다른 사람에게 귀속가능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각자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라는17) Hauf의 지적 자체는 옳은 것이지

14) Vgl. Schröder, Anmerkung zu BGHSt 11, 268ff., JR 1958, 427. 
15) 같은 입장으로는 Heckler, Versuchsbeginn bei vermeintlicher Mittäterschaft, GA 

1997, 80.
16) Hauf, Neuere Entscheidungen zur Mittäterschaft unter besonderer Berü

cksichtigung der Problematik der Aufgabe der Mitwirkung eines Beteiligten während 
der Tatausführung bzw. vor Eintritt in das Versuchsstadium, NStZ 1994, 265f.; Hauf, 
Die neue hö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zu Versuch und Rücktritt, JA 1995, 779; 
Hauf, AT, 1996, S.168.

17) 이는 독일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Vgl. SK-Samson, §25 Rn.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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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는 단지 A의 객관적 미수행위가 갑과 을에게 귀속가능한 행위라는 귀속

대상의 문제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18) 즉 Hauf의 지적대로 A의 주

관적 요소를 갑과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주관적 요소의 귀속가능여부가 아니다. 현관벨을 누르는 A의 객관적 범행기여

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Buser도 공동정범의 미수사례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가 여부는 이미 범

행계획단계에서 기초 지워지는 것으로서, 실행단계에서 다른 참가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공동

자에게 주관적 의사가 결여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이 다른 참가자의 가벌성 여

부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 즉 실행을 개시한 자가 기수의 고의 없이 행

위했다는 사정은 그 객관적 범행기여가 아직 행위하지 않은 다른 참가자에게 

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정범에 있어

서는 범행결의에 의한 공동의 범행계획이 귀속의 근거로 충분하며,20) 따라서 고

의 없는 실행행위는 다른 공동자에게 귀속이 가능하다.21)

3. 귀속을 부정하는 견해

(1)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기여 요구설 

1) 학설의 내용

직접 실행행위로 나아간 자에게 범행계획은 있었더라도 범행기수의 고의가 

없게 되면, 그의 공동정범성이 부정되고 더 이상 공동정범이 아니게 되며, 따라

서 갑과 을을 A와 공동정범으로서 귀속할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2) 이는 독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23) 이에 따르면 귀속의 대상

18) Ingelfinger, JZ 1995, 707.
19) 같은 견해로는 Tröndle/Fischer, StGB, 50.Aufl., 2001, §22 Rn.22 (여기서 

Fischer는 Tröndle의 49판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20) Vgl. Tröndle/Fischer, §22 Rn.22.
21) Buser, Zurechnungsfragen, S.151.
22) Kühl, AT, 2.Aufl., 1997, S.714; Graul, Anmerkung zu BGHSt 40, 299, JR 

1995, 428; Jung, JuS 1994, 355; Zopfs, Vermeintliche Mittäterschaft und Versuchs-
beginn, Jura 1996, 23f.; Dencker, Kausalität und Gesamttat, 1996, S.241.; Ahrens, 
Vermeintliche Mittäterschaft und Versuchsstrabarkeit, JA 1996,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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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A의 객관적 행위가 ‘다른 참가자와 공동으로 전체범행을 완성․실현한

다는 의사’에 의한 경우에만, 이를 다른 참가자인 갑과 을에게 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의 공동의 범행계획과 범행결의 이외에 실행행

위 시점에서의 직접실행행위자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여부가 다른 참가

자의 가벌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경찰에 신

호하기 위해 현관벨을 누르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범행기여가 범행실현의 의사를 갖지 않고 행해진 경우에는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가 결여된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실행착수도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근거와 관련하여 Dencker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귀속을 위하여는 

실행행위의 공동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실행행위자가 주관적인 범행의사

를 가지고 행위할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직접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갑과 

을에게 다른 참가자 A의 고의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A의 고

의 없는 행위는 갑과 을에게는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로 볼 수 없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24) 또한 Ahrens는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자가 고의를 포기했

다면,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요소인 ‘공동의’ 범행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즉 참가자들의 협력관계가 형법적으로 볼 때 일정한 정도 깨어졌으므로, 

이제부터는 각자가 단독정범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5)

2) 학설의 검토

a) 공범론 및 미수론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공동정범성은 고의로 이루어진 공동의 범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며,26) 공동의 범행기여는 단지 범행단계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예비단계에서 그들은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되며,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범행계획에 따라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면 미수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전체

적 해결설),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그들은 기수의 공동정범이 된다. 

23) BGH NJW 1993, 2251.
24) Dencker, Kausalität und Gesamttat, S. 241f.
25) Ahrens, JA 1996, 666.
26) 비판적인 견해로는 Derksen, Heimliche Unterstützung fremder Tatbegehung als 

Mittäterschaft, GA 1993, 163ff.; Stein, Die strafrechtliche Beteiligungsformenlehre, 
1988, S. 3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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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가자의 주관적 의사 즉 고의는 계획단계에서의 고의(공동의 범행계획

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 존재하는 범행결의)와 실행단계에서의 고의(범행계획에 

따른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실행단계에 존재하는 범행결의)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범행계획과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에 따라 참가자들의 공동정범성 

인정여부는 이미 결정되는 것이며, 범행계획에 의한 실행행위에 따라 예비/미수/

기수단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즉 범행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공동정

범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행위와 관련된 실행단계에

서의 범행결의가 탈락되었다고 하여 이미 존재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정범성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27) 단지 실행단계에서 범행결의가 결여된 사람에게

는 자신이 스스로 실행한 행위의 가벌성만을 부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실행단계

에서의 범행결의는 스스로 행한 범행기여를 다른 참가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 혹은 다른 사람의 범행기여도 자신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 즉 귀속여부

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 단지 스스로 행한 범행기여 부분에 대해 자

신이 형사책임을 질 것인가하는 점과 관련될 뿐이다.

b) 귀속수령자에게 고의가 결여된 반전사례와 비교하여

현관벨 사례와 반대되는 경우와 비교해 보는 것도 논의에 유익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실행에 착수한 자는 범행결의가 존재하나 아직 행위하지 않고 있는 자, 

즉 귀속수령자에게 고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미수의) 공동정범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은 반대로 객관적 실행행위자

에게 고의가 결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된다.

(i) 공동정범 부정설

그런데 이에 반대하여 Küper는 범행계획에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분담을 

근거로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한

다. 즉 실행행위자가 공동의 범행결의를 가지고 실행으로 나아갔더라도 다른 참

가자가 이미 범행결의를 포기했다면, 그는 다른 실행행위자의 실행의 착수로 인

하여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28) 즉 이 경우 갑과 을에게는 실행의 

27) Buser, Zurechnungsfragen, S. 103.
28) Küper, JZ 1979, 781f.; Küper, Versuchsbeginn und Mittäterschaft, S. 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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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에 범행을 완성한다는 기수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agent 

provocateur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A에 의한 미수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지미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29)30) 결

국 이 견해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에 아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게 고의가 없다면 그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객관적 

행위자에게 고의가 결여된 반대의 경우에도 그의 범행기여가 다른 참가자의 귀

속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ii) 공동정범 긍정설

범행계획과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 이외에 다른 참가자의 실행행위시에 아

직 행위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귀속의 요건으로 

한다면, 이 경우 그 실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

다. 그러나 이 귀속수령자에게 발생한 고의결여는 공동정범으로의 귀속을 부정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31) 고의가 탈락되었다고 하여 이전에 야기된 공동의 범행

실현의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2) 그리고 실행단계에서의 고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의 중지미수 성립

에 요구되는 요건은 전혀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33) 공범의 중지미수의 경우 

범행결의의 포기만으로는 형벌감면사유의 차원에서 가벌성에 향을 주지 아니

한다고 하면서, 범행결의의 포기로 구성요건 차원에서 이미 귀속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실행단계에서 고의가 결

여된 자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처벌이 부정되는 경우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

한 때에 제한된다. 결국 귀속수령자에게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공

29) Vgl. Zopfs, Jura 1996, 20.
30) 실행단계에서 고의가 결여된 자도 범행계획 단계에서는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

다. 그러므로 공동정범귀속의 근거는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Agent provocateur의 경우는 
이미 처음부터 기수의 고의가 결여되어, 처벌의 근거가 이미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양
자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31) Baumann/Weber/Mitsch, AT, 10.Aufl., 1995, S. 616.
32) Beulke, Anmerkung zu OLG Köln, JR 1980, 422f., JR 1980, 424.
33) Baumann/Weber/Mitsch, AT, S.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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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범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결

여된 반대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관벨 사례에서 현

관벨을 누른 A는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기여를 행한 것이다. A의 고의결여는 

자신의 가벌성에만 향을 미치고, 갑과 을의 가벌성 여부에는 중요하지 아니하

다.34) 결국 현관벨 사례에서 갑과 을은 특수강도 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그리고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행결의를 포기하고 그리하여 중지미수가 인정

되더라도, 다른 참가자에게는 아무런 향이 없다.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감면사

유로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지미수가 인정된 자의 객관

적 실행행위는 다른 참가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c) 실행착수자의 착오 불고려

공동정범자는 다른 참가자의 행위에 대하여 단지 자신의 고의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다른 참가자의 초과실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또한 공동정범자의 객체의 착오는 다른 참가자에게 의미가 없다. 

이와같이 다른 참가자의 범행기여가 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는 공동정

범의 귀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공동정범자는 모든 범행기여를 자신이 스

스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35) 착오사례에서 다른 참가자의 주관적 인식

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고의 없이 실행한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상호적인 동기부여상황 요구설

1) 학설의 내용

공동정범의 귀속을 위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 이외에 범행기여가 실행단계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동기부여 상황에 근거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 즉 추가로 실행행위시에 참가자들 사이에 심리적 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오상공동정범의 귀속

34) Heckler, GA 1997, 79.
35) Schröder, JR 195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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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공동정범은 자신이 범행기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발

생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체범행의 결과에 대한 범행지배를 가진다.

그러나 Ingelfinger에 의하면 공동정범에서 전체범행결과에 대한 지배만으로 

타인행위의 불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공동정범체계에

서는 다른 참가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배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하

여도 공동정범으로 귀속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기여의 상호귀속은 단지 전체

범행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이 아니라, 타인의 범행기여에 상호 동기를 부여하

여 심리적 향을 준다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36) 따라서 고의 없이 실행한 

자의 행위는 이 점이 결여되어 다른 참가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37) 

결국 공동정범의 귀속근거는 ‘공동의’ 범행결의이며, 이는 객관적인 실행행위 시

점에서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Graul은 범행지배를 기초로 타인행위의 귀속

을 위하여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의식적

인 상호의존에 의해 다른 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심리적 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고 한다.38) Erb도 공동정범의 본질은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할 목적으로 범

행기여를 행하 다는 점에 있다고 하며,39) Joecks에 의하면 다른 참가자의 계획

을 알 경우에만 범행을 공동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한다.40)

결국 이 견해에 의하면 현관벨 사례에서 피오상공동정범 A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공동의 범행기여를 의욕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그 범행기여는 다른 

참가자 갑․을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A의 행위는 다른 참

가자 갑과 을에게 귀속될 수가 없다. 환전상 사례에서도 A의 실행행위에 대해 

갑과 을의 적극적인 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학설의 검토

첫째 범행지배와 관련하여 Ingelfinger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상호귀속을 위해

36) Ingelfinger, JZ 1995, 710f.
37) Ingelfinger, JZ 1995, 713f.
38) Graul, JR 1995, 429.
39) Erb, NStZ 1995, 425.
40) Joecks, Anmerkung zu BGH wistra 1995, 57f., wistra 1995, 60.



2001. 5.] 誤想共同正犯 245

서는 타인행위에 대하여 지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동정범 

귀속의 요건은 아니다.41) 실행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로지 참가자 스

스로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즉 공동정범이 자신의 범행기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42) 그러므로 상호 동기부여 상황이 아닌 경

우 예컨대 스스로 다른 참가자의 의사에 종속하여 범행실현을 맡기는 경우에도, 

그는 범행과정을 지배하는 것이며 공동정범이 긍정된다.43)

둘째 교사 및 심리적 방조와의 구별이 문제된다. 즉 공동정범의 실행착수 시

점에 상호적인 동기부여 상황을 요구하게 되면 이때 교사 및 심리적 방조와의 

구별이 불명확하게 된다. 상호 동기부여 상황이라면 교사 내지 방조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44)

셋째 범행계획에 의하여 공동정범자는 다른 참가자의 범행기여를 자신의 것

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의 행동조정과 상호 동기
부여 시점에서부터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는 인정되는 것이다. 실행단계에서 참

가자가 범행계획에서 예상한 역할과 객관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면, 귀속시킬 자

격있는 행위 즉 귀속의 대상이 결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범행계획과 객관적으

로 일치되는 행위를 하면, 행위시점에서의 다른 참가자의 주관적 인식은 중요하

지 아니하다. 즉 참가자의 공동정범성 여부가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45) 만약 타인의 행위도 ‘공동의’ 범행결의에 의
해 행해져야 한다면, 그의 공동정범성 여부가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46) 실행에 착수하는 자가 어떠한 의사를 갖는가는 

그의 자유이다. 그의 의사 여부는 아직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다른 참가자의 가

벌성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동의 범행계획과 범행결의에 기초한 동기

부여상황이 실행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의 귀속을 배제하지 아

니한다.

41) Buser, Zurechnungsfragen, S. 62ff.
42)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7.Aufl., 2000, S. 281, 277.
43)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S. 279.
44)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S. 278. 
45)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S. 297.
46)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S.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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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ent provocateur 유사설

Ingelfinger는 도발하는 자가 위장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에, 아직 행위하지 않고 있는 참가자를 도발자가 단독으로 실행한 행위로 처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도발당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47) 그에 따라 A가 고의 없이 객관적으로 실행한 사

례에서 이 견해는 오상공동정범에 대해 귀속을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도발자가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바로 

agent provocateur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성격과 관련

되는 것이다. 즉 공동정범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만, 피교

사자는 단지 자기 스스로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agent provocateur 문제는 고의가 결여된 참가자에게만 향을 미친다. 즉 

교사의 경우에는 도발자의 가벌성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공동정범의 경우에

는 고의 없이 실행한 참가자의 가벌성에 향을 주는 것이다.

Ⅳ. 원래 의미의 오상공동정범

1. 문제의 제기

휘발유 방화사례와 환전상 사례 그리고 가축상 사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실행

에 나아가는 자에게 범행계획 시점에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에게는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에서 모두 범행결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공동

정범이 되지 아니한다. 휘발유 방화사례와 환전상 사례에서 나타난 A의 행위는 

단지 외견상 다른 참가자의 인식과 일치될 뿐이다. 즉 주관적으로 다른 참가자

들은 A가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 던 것뿐이다.48) 객관적으로는 불능인 A의 

실행행위를 갑과 을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 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관적 

의사가 결여되어 실제로는 공동정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동정범으로 

처음부터 잘못 추정된 A의 행위가 오상공동정범 갑과 을에게 귀속될 수 있을 

47) Ingelfinger, JZ 1995, 714.
48) 이 경우 A를 추정공동정범(vermeintliche Mittäterschaf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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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갑과 을은 범행에 대

한 A의 주관적 의사를 착오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불능미수의 특별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49) 그러나 갑과 을을 불능미수로 보더라도, 갑과 을에게 

객관적인 실행행위는 (비록 불능일지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불능미수의 불법도 

주관적 구성요건(범행결의)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근거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도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실행된 A의 범행기여를 다른 참

가자인 오상공동정범 갑과 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환전상 사례에서 A는 갑과 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갑과 을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잘못 추정되었을 뿐이다. A는 실제로 강도를 당하 고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 다. 이와 같이 일반인의 적법한 행위가 ―단지 범행의사를 

가진 자의 착오로 인해― 범행기여행위로서 오상공동정범에게 귀속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다.50)

2. 오상공동정범의 구조 

(1) 주관적-객관적 정범요소

공동의 범행결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정범 

각자에게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 공동의 

범행결의가 결여된 오상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51) 그리하

여 Bloy는 오상공동정범의 가벌성을 단지 “기도된 정범”의 문제로 축소하여 본

다. 미수는 독자적인 범죄참가형태가 아니라 범행실현단계이므로, 범죄참가형태

는 정범 아니면 공범이지, 정범자체의 미수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다.52) 그러나 오상공동정범은 기도된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오상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의해서는 그가 단지 

정범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고의가 바로 일정한 범

죄의 실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오상공동정범에서 미수로 처벌되는 것은 

49) Erb, NStZ 1995, 425; Joecks, wistra 1995, 59; Zopfs, Jura 1996, 22.
50) Kühne, Strafbarkeit der versuchten Mittäterschaft?, NJW 1995, 934; Zieschang, 

Mittäterschaft bei bloßer Mitwirkung im Vorbereitungsstadium?, ZStW 107 (1995), 381.
51) Bloy, Die Beteiligungsform als Zurechnungstypus im Strafrecht, 1985, S. 265.
52) Bloy, Beteiligungsform, S.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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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오상공동정범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한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오상공동정범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정범요소로 파

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정범을 정범으로 만들어주는 정범요소는 

일반적으로 공동의 범행결의라고 한다.53) 이러한 주관적인 정범요소는 공동정범 

각자에게 존재해야 하므로, 공동의 범행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동의 범행결의가 오로지 주관적 

역에 머무는 요소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의 범행결의는 

아직 행위하지 않은 갑과 을의 주관적 의사하고도 관련되지만, 이미 직접 행위

를 한 A의 주관적 의사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범행에 대한 A의 주관적 의사

는 다른 참가자 갑과 을에게는 객관적 외부적인 정범요소일 수 있다.54) 즉 계

획단계에 존재하는 범행계획은 각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객관적 정범요

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55) 그리하여 이 객관적 정범요소는 참가자 모두에

게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휘발유 방화사례에서 A와 갑․을은 객

관적으로 방화의 계획을 세웠고, 이와 같이 계획된 보험사기를 실제로 실행하려

는 범행결의는 갑과 을만이 가진 것이다. 환전상 사례와 가축상 사례에서는 범

행계획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갑과 을은 A의 양해를 근거로 주관적으

로 범행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상으로 본다면 오상공동정범

은 미수범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례

1) 오상 간접정범 ―도구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용자는 피이용자의 범행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를 도구로 생각하 으나, 피

이용자는 객관적으로 이용자의 도구가 아닌 경우에, 배후자를 오상간접정범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려는 견해는 오상공동정범의 

53) Vgl. S/S-Cramer/Heine, StGB, 26.Aufl., 2001, §25 Rn.70.
54) Dencker, Kausalität und Gesamttat, S. 241.
55) 이러한 관점에서 Gössel, Sukzessive Mittäterschaft und Täterschaftstheorien, 

FS-Jescheck, 1985, S.554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소로서 목적적 범행지배, 주관적 요소
로서 목적적 범행지배에 참가한다는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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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56) 정범의 

객관적 요소로서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피이용자의 도구성,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계획을 들 수 있다. 또 주관적 정범요소로는 간접정범에서는 피이용

자가 자신의 도구라는 배후자의 인식,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관한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상간접정범에서 실제로는 존

재하지 않는 피용자의 도구성을 오인했다면, 마찬가지로 객관적 역의 흠결로

서 오상공동정범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동의 범행계획을 오인한 것

이다. 간접정범이고자 하는 자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스스로에게 귀속하려고 한 

것이고, 공동정범이고자 하는 자는 다른 참가자의 행위를 스스로에게 귀속하려

고 한 것이다.

2) 행위주체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정범적격을 착오한 경우이다. 이 경우도 불능미수로 인

정하여 처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57) 오상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위주체의 착오에서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가벌

성의 근거는 행위자의 의사가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것으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는데 있다. 이는 다른 참가자를 공동정범으로 오인한 오상공동정범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주체의 불능미수에서와 같이 오상공동정범도 범죄를 정범으로 행하려

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오상공동정범에서 귀속의 근거

이와 같이 오상공동정범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갑과 을에게 계획

단계에서의 범행결의만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획단계의 범행의사가 없는 A의 

외형상 실행행위가 갑과 을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범의 경우

56)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범설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손동권, 형법총칙론, 2001, 
416면은 간접정범의 미수와 교사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간
접정범 기수설, 간접정범 미수설, 간접정범의 미수와 교사기수의 상상적 경합설, 교사 
미수설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다. Vgl. Buser, Zurechnungsfragen, S. 139 Fn.623.

57) 박상기, 형법총론, 전정판, 1999, 338-339면; 이정원, 형법총론, 1999, 272-273
면. 독일에서는 예컨대 Baumann/Weber/Mitsch, AT, S.547; S/S-Eser, §22 Rn.76; 
SK-Rudolphi, §22 Rn.26ff.; Tröndle/Fischer, §22 R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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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타인의 범행에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타인의 범행은 타인행위로 

남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행기여에 대해 자기 스스로 행한 것

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행위의 귀속에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

다.

(1) 적극설

Heckler에 의하면 실제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존재하는 것

이 귀속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오상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범행계획을 여전

히 가지고 있거나 범행계획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자의 인식으로 귀속이 근거지

워질 수 있다고 한다.58)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는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구

성요건실현을 개시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행위자의 인식이 그 평가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상공동정

범에게 실행의 착수 즉 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행위자의 인식이 결정적

으로 중요한 사례에서 구성요건실현의 개시를 갑과 을이 스스로 행하든지 혹은 

A의 행위를 스스로에게 귀속으로 인정하든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59) 다른 사

람의 실행착수행위를 자신과의 공동행위로 귀속한다는 인식도 이러한 행위자의 

인식에 속한다는 것이다.60)

Buser에 의하면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는 공동의 범행결의에 의한 공동의 범

행계획이 아니라, 공동의 범행계획에 관한 참가자 각자의 범행결의라고 한다.61) 

따라서 귀속의 근거는 가벌성이 문제되는 각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되어

야 한다. 귀속의 기초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실제로 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62) 참가자의 객관적 외형상 행위가 다른 참가자의 의사에 상응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있다.63)64) 물론 이러한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예

58) Heckler, GA 1997, 80.
59) Heckler, GA 1997, 79.
60) Heckler, GA 1997, 79.
61) Buser, Zurechnungsfragen, S. 134. 
62) Schröder, JR 1958, 427f.
63) Buser, Zurechnungsfragen, S. 135.
64) 그렇기 때문에 Roxin, Zur Mittäterschaft beim Versuch, FS-Odersky, 1996, S. 

496은 전체적 해결설에 의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수의 공동정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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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휘발유 방화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는 그들이 A와 세부적으로 범행을 계

획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전상 사례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범행계획은 없지만, 갑과 을은 A에게 강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다. 이와 같이 오상공동정범의 경우에 범행결의를 가진 참가자 갑과 을에게 귀

속을 인정할 근거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2) 소극설

Ahrens는 주관적으로 귀속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객관적 구

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65) 계획단계에서의 범행

결의만으로는 귀속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Ingelfinger는 환전상 사례에서 A의 실행행위는 갑․을의 계획과는 아무런 내

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때 귀속을 인정하면 ‘공동의’ 범행결의라는 근간

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66) 즉 귀속의 결정적 근거는 공동의 범행결의인데, 직

접 실행행위를 하는 자에게 범행기수의 의사가 없거나 범행계획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계획은 당해 

참가자의 인식세계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이는 단독정범의 미수에서 실제 발생

하지 않은 결과가 단지 미수범의 인식세계에서 고려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범

행계획은 참가자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인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직 행위하지 않은 자의 범행기여가 이러한 범행계획에 의하

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가 귀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전상 사례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공동의 범행계획도 결여되어 있고 범행결의

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행단계에서도 범행결의가 없다. 그래서 범행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실행착수 행위는 단지 아직 행위하지 않은 갑과 을의 인식에만 있을 

뿐이므로, 귀속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Küpper/Mosbacher는 어느 

참가자의 실행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실행의 착수로 귀속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한 참가자가 형법상 미수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67) 만약 환전상 사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는 김일수, 형법총론, 499면.
65) Ahrens, JA 1996, 669.
66) Ingelfinger, JZ 1995, 706. Vgl. Küper, Versuchsbeginn und Mittäterschaft, 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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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 A가 실행착수로 나아간 것으로 갑과 을이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

하다면, A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갑과 을에게 미수를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전상 사례에서 A가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

행착수 행위는 갑과 을의 인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실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귀속의 근거만이 문제되는 것이다.

(3) 학설의 검토

1) 범행지배설과 관련하여

Graul은 범행지배설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타인을 공동정범으로 오인하 음

을 근거로 그의 범행기여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다.68) 그러나 공동정범에서 범행지배를 실행단계에서의 상호 동기부여 상황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참가자의 범행 저지력에 있다고 본다면69) 환전상 사례에서도 

갑과 을의 공동정범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갑과 을은 자신의 범행기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기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

험회사에 대한 사기는 갑과 을의 인식에 의하면 그들이 A를 위장강도했을 때에

만 가능하다. 갑과 을은 자신들의 고의 사기행위를 하지 않을 사실상의 억제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기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저지할 범행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불능미수는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A와 B가 C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

으로 나아갔는데, D가 권총에서 탄환을 빼어 놓았었다면, C의 살해가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하고 따라서 A와 B는 이 범행을 저지할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 다

고 하더라도, A와 B는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 오상공동정범의 처벌필요성과 관련하여

오상공동정범의 경우에 가벌성을 긍정하면, 수사기관이 범행계획과 외형상의 

실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비판이 

67) Küpper/Mosbacher, JuS 1995, 492.
68) Graul, JR 1995, 429.
69) Roxin,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S. 2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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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휘발유 방화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A가 경찰관이었다면 

갑과 을은 처벌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 경우는 agent provocateur 문제와는 구

별된다고 하겠다. Agent provocateur에서 피교사자는 자신의 정범행위로 처벌되

는 것임에 비하여, 오상공동정범은 직접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

한 것이다. 즉 계획단계의 상호 행동조정과 심리적 향에 가벌성의 핵심이 있

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의한 범행에 함께 조정하고 참가할 것인가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범행결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갑과 을은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70) 범행결의에 다른 사람의 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형

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단계에만 관여하고 아직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오상공동정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으로 잘못 추정된 A는 실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

게 된다. 갑과 을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 뒤에 있는 보험회

사에 대한 사기를 계획한 것이며 A와 공동정범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

각된다.

4. 오상공동정범 사례의 해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휘발유 방화사례에서 우리는 귀속의 대상이 이미 결여

된 것으로 판단하 다. 귀속의 근거는 인정되지만, 귀속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갑과 을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환전상 사례에서 A는 보험사기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갑과 을의 범행계획

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A의 행위는 단지 외형적으로만 갑과 을의 인식과 

일치될 뿐이다. 그런데 독일판례는 현관벨 사례에서는 귀속을 부정하 으나, 환

전상 사례에서는 오히려 귀속을 긍정하여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현관

벨 사례와 달리 환전상 사례는 불능미수의 경우이고,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귀속

이 긍정될 수 있다고 한다.71) 불능미수에서는 행위의 가능여부에 관한 행위자의 

인식만이 중요하고, 범행계획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게 되는 자의 범행

70) Buser, Zurechnungsfragen, S. 142.
71) BGH NJW 199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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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사 여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와 

같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불능미수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록 그것이 

불능일지라도- 객관적인 실행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A의 객관적 실행

행위를 갑과 을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근거문제가 여전히 핵심인 것이다.

적극설에 의하면 환전상 사례에서는 귀속의 근거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A의 

객관적 실행행위는 갑과 을에게 귀속된다. A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러한 객관

적 행위는 갑과 을의 계획단계에서의 범행결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A의 

보험금 청구행위는 갑과 을에게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로 귀속된다. 그리하여 갑

과 을은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V. 실행행위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 ―가축상 사례

휘발유 방화사례에서는 A의 휘발유 뿌리는 행위가 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객관적인 실행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A가 휘발유를 뿌리는 객

관적 범행기여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가축상 사례에서는 객관적인 범행

기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귀속의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벌성을 인정함에 있어 범죄의사로 족하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갑과 

을을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Roßmüller/Rohrer의 견해는 갑과 을을 처벌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가능미수의 경우에는 실행착수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하지만, 불능미수에서는 인

식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72) 불능미수의 가벌성 근거를 행위자의 인식에 존

재하는 위험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73)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의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사가 범

죄의 실행으로서 외부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74) 그러므로 불능미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범죄의사만으로 가벌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가축상 사례에

서는 귀속의 근거는 존재하지만 갑과 을에게 귀속해야 할 객관적인 실행행위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72) Roßmüller/Rohrer, MDR 1986, 988.
73) Roßmüller/Rohrer, MDR 1986, 990.
74) Zopfs, Jura 199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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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의 요약

오상공동정범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아직 없다. 본 논문은 소개의 차원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독일 판례와 학설에 전적으로 의존

했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하겠다. 논의의 과정에서 제시한 

네개의 사례 가운데 특히 현관벨 사례와 환전상 사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

았다. 독일판례는 양자에 대해 상치되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학자들의 반발

을 받고 있다. 특히 논리의 일관성을 고려해 볼 때도 의문이 적지 아니한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독일판례는 후자의 사안에서 불능미수로 이론을 구성하여, 

그 입론의 방향을 앞의 사례와 달리 하 다. 양자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구조

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판례는 전자에 대

하여는 공동정범의 미수 죄책을 부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인정하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 사례 모두 공동정범의 미수 책임을 오상공동정범자에게 인정하

다. 공동정범의 귀속근거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관한 참가자 각자의 범행결의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 사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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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Vermeintliche Mittäterschaft

Prof. Dr. Yong-Sik LEE
*

75)

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Problem einer Schein- bzw. 

vermeintlichen Mittäterschaft. Es geht also um die Frage, ob eine unvorsätzlich 

vorgenommene Handlung eines Schein-Mittäters bzw. eines von Anfang an 

ohne Tatentschluss in Erscheinung tretenden vermeintlichen Mittäters in der 

Lage ist, für die am Tatplan festhaltenden Beteiligten einen Versuch zu begrü

nden. Der zur Tat ansetzende Beteiligte wird mangels eigenen Tatvorsatz nicht 

wegen Versuchs bestraft. Aber sein Handeln kann zulasten des anderen noch 

untätig gebliebenen Beteiligten als Zurechnungsgegenstand dienen. Wenn es 

bereits objektiv an einer Ansatzhandlung und damit an einem Zurechnungs-

gegenstand fehlt, kommt eine Bestrafung der Beteiligten wegen Versuchs nicht 

in Betracht. Ansonsten kann sein Handeln den anderen Mittäter zugerechnet 

werden, sofern eine Zurechnungsbasis gegeben ist. Eine solche Zurechnung 

fremden Handelns bedarf einer Rechtfertigung und einer Grundlage. In den Fä

llen der Schein-Mittäterschaft beseitigt das sich auf den Tatentschluss im Ausf

ührungsstadium beziehende Defizit des einen Beteiligten die bereits im 

Planungsstadium festgelegte Mittätereigenschaft beider Beteiligten nicht. In Fä

llen der vermeintlichen Mittäterschaft lässt das Defizit des einen Beteiligten, 

das sich auf den Tatentschluss im Planungsstadium bezieht, die bereits im 

Planungsstadium zulasten des anderen Beteiligten festgelegte Zurechnungsbasis 

unberührt. Deshalb kann die Ausführungshandlung eines Schein- bzw. ver-

meintlichen Mittäters danach für die am Tatplan festhaltenden Beteiligten einen 

Versuch begründen. Die Untersuchung zeigt, dass Voraussetzung jeder mi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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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schaftliche Zurechnung kein gemeinsamer Tatentschluss, der noch im 

Zeitpunkt der Vornahme einer Ansatzhandlung vorliegen muss, sondern ein 

Tatentschluss im Planungsstadium 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