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

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가능과 위험성이라는 상치

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그 해석에 난점을 겪어왔고 아직도 수많은 

해석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불능미수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미수범으로서의 처벌과 불처벌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사태를 대상으로 미수범 성립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한계설정, 즉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자세히 논해야 한다. 독

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그 판단이 모호한 사태를 놓고 

논의가 있어왔고, 처벌과 불처벌 사이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모호한 미수사태를

‘untauglicher Versuch’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불능미수’라고 칭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불능미수 규정이 없었던 시절부터 이러한 미수사태의 처벌 논의가 있었던 

만큼 우리도 형법 제27조가 없다는 가정 하에 미수범의 본질을 살펴본 후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타당한 해석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사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상대적 불능 구별설이

라는 (구)객관설은 사후적으로 보아 사실적⋅자연과학적으로 결과발생이 가능했던 

사태만을 미수범으로 파악하므로 객관설의 입장에서는 불능미수를 미수범 일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가 주관과 객관의 합일체인 만큼 절충설이 

타당할 것인데 절충설도 견해가 구체적 위험설, 인상설, 추상적 위험설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 학설들 중 어느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법론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현재 확립되어 있는 불법이원론, 실질적 위법성론 및 실질적 

범죄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미수범 처벌근거의 객관적 측면이자 미수범의 결과반가

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미수범의 불법판단도 위법성의 

평가방법인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에 의해져야 한다는 논리가 서게 

된다. 나아가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수범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심사하는 과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어 주관적 측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jedermann) 행위자와 동일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의 객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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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보되어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론

의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미수범의 위법성의 평가기준은 구체적 위험설과 인상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으로의 처벌과 불처벌 사이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모호한 미수사태의 위법성을 평가하여 불법이 인정되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그것은 형법 제27조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즉, 형법 제27조에서의 위험성 표지는 모든 미수의 공통분모

라고 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요건은 가능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분해 주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주제어: 불능미수, 결과반가치, 미수범의 처벌근거, 법익침해의 위험성, 결과발생의 

불가능

Ⅰ. 들어가는 말

형법 총칙상 미수범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그리고 

제27조(불능범)가 있는데, 강학상 각 규정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파악

하고 있음에 크게 이론(異論)이 없다. 이 중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

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

벌한다”라고 규정한바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식적으로 볼 때 나머지 두 종류의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제25조에서 말하는 최소

한의 미수범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와 ‘결과의 불발생’이라는 요건 외에 각 규

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여야만 한다. 특히 불능미수를 규정한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처벌한다고 하는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즉, 제27조는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

이라는 상치되는 요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나

아가 본조의 위험성 표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애

초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과연 미수범으로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의 형

태인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수라는 사태를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 근

거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불능미수의 구조와 본질을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위험성 

요건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위험성 표지는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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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짓는 요건이므로 오래전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형법 제27조의 해

석론만큼 다양한 학설이 전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1)이 있듯이, 각양각색의 

주장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불능미수의 위험성 표지에 관한 논

의의 초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수범

을 처벌하는 근거는 비록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과발생의 가능성만큼은 인

정되기 때문인데,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미수범 일반의 범

주에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만의 성립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자 미수범의 처벌근거인 위험성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독자성을 띠게 된다. 이와 반대로 둘째, 불능미수는 일반 미

수범의 한 유형이므로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위험성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제

시되는 위험성과 동일한 의미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본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만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요건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위험

성의 독자성 여부는 차치하고 위험성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주로 독일의 학설들

을 대상으로 논의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불능미수 규정에 위험성 표지가 없으므

로 우리와 같이 위험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

일에서는 이 학설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독일

의 학설들을 차용하여 위험성 판단논의에 적용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불능미수에 관한 논의가 복잡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형법 제27조에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모순된 문장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미수범 및 불능미수의 본질을 불법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종래 논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해결하고 대립양상도 다소 

불식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3단계 범죄체계론이라는 범죄심사

과정, 즉 범죄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라는 심사과정을 거쳐 인정되기에 이

른다. 특히 구성요건심사를 마치면 위법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위법성은 구성요건

에 대한 추정기능이 있으므로 보통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바로 위

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보다는 형

식적 위법성론에 의할 때 좀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수범도 

범죄인만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를 때 미

1) 신동운,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20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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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의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

고 범죄는 주관과 객관의 합일체이므로 불법도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모두 요

구되는 불법 이원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도 법익침해의 위

험성에서 구하고 있으므로 불법론의 관점에서 보아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법익

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논증하여 불능미수가 미수범 일반의 한 유형

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특수한 형태의 미수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다. 나아가 위험성의 판단기준도 이러한 논증과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부터 각 순서에 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불법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1. 불법론의 전개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지면 불법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형법규정을 위반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불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은 기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수범을 처벌

하는 규정들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미수범도 범죄인 이상 불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불법과 관련하여 과거 법실증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절에는 위법성의 개

념을 매우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일정한 행위가 형식적인 법규범을 위반하고, 실정

화된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불법이 인정

된다는 소위 형식적 위법성론이 주장되었었다. 그러나 규범을 형식적인 법률에 한

정하게 되면 법규범이 만들어지기 前 단계,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여 법규

범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다.2) 따라서 과거의 형식적 위법성론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오늘날에는 위법성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실질적 위법성론이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미 오래전에 소위 

2) 김성돈, 형법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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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론의 전개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실질적 위법성론의 학설사 및 내용들은 많

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포

이어바흐의 권리침해설을 시작으로 19세기에는 법익침해설이 지지를 얻게 되었고, 

1930년대 벨첼류의 행위반가치론이 등장한 후로는 종래 법익침해설의 입장에서 

결과반가치론을3) 주장하여 서로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양자 모두를 불

법의 필요조건으로 파악하는 불법 이원론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4) 

이를 실질적 위법성론 및 죄형법정주의와 연결 지어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위법하

지만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법한지를 평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야만 불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성의 ‘실질’

의 핵심인 법익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법익이 침해

되었는지 또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것

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물론 구성요건이 위법성의 추정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승인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구성요건의 충족만으로 당해 법익이 반드시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5)

이러한 문제는 미수범의 처벌근거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미수범도 범죄인만큼 미수범의 불법도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인정

되어야 하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특히 불법의 

3) ‘결과반가치’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는데, 후에 행위반가치론이 등장
하면서 종래 법익침해설론자들이 ‘결과반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독일의 경우 행위반가치가 주장되기 이전의 문헌들에서는 결과반
가치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과반가치 일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I(고시연구사, 1984), 427면.
5) 예컨대, 행위자는 정당방위 상황인 줄 모르고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우연방위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결여로 인해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아 순수한 살인죄와 동
일한 가치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된 불법을 인정하여 (불능)미수범과 유사한 구
조로 파악하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권오걸, 스마트 형법총론(형설출판사, 2011), 
163면; 김성돈, 전게서, 264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박영사, 2002), 282면; 
박상기, 형법총론(박영사, 2012), 162면; 성낙현, 형법총론(동방문화사, 2011), 218면; 손
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011), 175면; 오영근, 형법총론(박영사, 2014), 
188면; 이상돈, 형법총론(법문사, 2010), 272면; 이정원, 형법총론(법지사, 2001), 164면; 
이형국, 형법총론(법문사, 1999), 160면; 임웅, 형법총론(법문사, 2014), 212면; 정성근/박
광민, 형법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209면; 정웅석/백승민, 형법강의(대명출판사, 
2014),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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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측면인 결과반가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반가치가 탈락되어 행위반가치만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6) 하지만 불법 이원론을 취하는 이상 미수범도 결과반가치라는 객관적 

측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법익의 침

해와 법익침해의 위험성7)으로 구성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므로,8) 미수범의 결과반

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9) 그런데 불능미수는 결과발

생이 불가능했던 사태, 다시 말하자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법

익침해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하지만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결과반가치의 내용인 만큼 위험성이 인정되려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능성과 위험성은 개별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파악되어

야 할 것이지, 양자를 동일 평면상에 놓고 단순하게 파악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법익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법익과 위법성의 판단

(1) 법익의 도출과정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파악하려면 

6)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표지”,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2006), 42면; 
이용식,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12), 249면; 정영
일,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2009), 72면.

7) 위험범도 미수범과 같이 법익이 침해되기 전 단계인 위험성 단계에 기수가 성립한다. 
위험범의 경우에는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도 법익침해의 위험성 단계에 성립하므로 양
자는 위험성의 경중이라는 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범에서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법익의 침해와 위험성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권오걸, 전게서, 101면; 박상기, 전게서, 82면; 배종대, 형법총론(홍문사, 2013), 201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166면; 오영근, 전게서, 98면; 이상돈, 전게서, 100면; 이재상, 
형법총론(박영사, 2011), 111면; 이형국, 전게서, 161면; 임웅, 전게서, 194면; 정성근/박
광민, 전게서, 155면; 정웅석/백승민, 전게서, 176면.

9) 이와 달리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아닌 결과발생의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전게서,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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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본다. 형법상의 법익이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활재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10) 그렇다면 형벌로써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즉 개

개인 또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정한 가치가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지의 문

제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실질적 위법성에 관한 물음이지만 종국

적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즉 실질적 범죄개념에 대한 물음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도 앞서 설명한 불법론의 전개와 같이 포이어바흐

(Feuerbach)의 권리침해설을 시작으로 1834년 비른바움(Birnbaum)이 주장한 법익

침해설이 오늘날 확립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법익이 어떠한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익으

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先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형법의 목

적이 법익의 보호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익의 보호는 반드시 형법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11) 형

법은 전체 법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타 법률들과 같이 법익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목적인 법익보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존재부터 파악해야 할 것인데, 법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목적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목

적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본권보장을 규정

한 헌법 제10조가 국가근본규범이라는 점에서는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13) 따라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법질서를 지배하는 근본원리가 되므로 법익으

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형법상의 법익은 더 나아가 형벌로써 보

호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여 그 가치가 비로소 인정되어야만 형법상 법익으로서의 

10) 임웅, 전게서, 77면.
11)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28면.
12) 임웅, 형법상 법익개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1982), 186면; 

Hans-Joachim Rudolphi, “Die verschiedene Aspekte des Rechtsgutsbegriffs”, FS für Richard 
M. Honig zum 80. Geburtstag, S. 158.

13)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0), 356면;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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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익보호는 형법의 제1차적 목적인데, 어떤 행위유형을 범죄로 만들어 

형법에 규정할 것인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형법상의 법익을 윤곽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특히 문제되는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자가 늘어나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단계에 이르면 사회 윤리적 비난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그 피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형성

되어 국가에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여론으로 인해 해당 행위에 

대한 범죄여부의 공론화 단계를 거쳐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형법에 수용하게 

됨으로써 범죄규정이 탄생하게 된다.14) 이와 같은 입법과정 속에서 일정한 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거나 위태롭게 되는 이익이라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논

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법익의 침해 내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도

출해 낼 수 있다. 즉, 법익이 사회여론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면 그렇게 탄생한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법익에 대한 위험성 여부의 판단도 사회여론, 바꿔 말하면 사회통

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사태에 

대해 한 개인이 범죄라고 생각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단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그치겠지만, 그 사태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된다면 객관성을 갖추게 되며, 그것이 곧 형법의 규범력이 된다. 사회여론, 사회상규, 

사회통념 이 모든 용어들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15) 특히 불법론에서 

객관적 측면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에 의해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사회 일

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오늘날 널리 승인되어 있는 위법성의 평가방법으

로서 사회 일반인에 의해져야 한다는 객관적 위법성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지금까지 형법상의 법익이 도출되는 과정으로부터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성의 

판단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형법상에 법익에 관한 논의는 결국 실

14) 김성돈, 전게서, 114면; 임웅, 전게서, 8면.
15) 이는 현행 형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를 
반대해석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여야만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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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위법성 및 실질적 범죄개념과 같은 범주에 속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벌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형

법의 지도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드시 형법 규정에 해당되어야만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중점이 놓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

해하는 행위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행위유형으로서 타인의 주거

에 침입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타인의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물건을 

집안으로 던지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

우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건 또한 어떻게 

탄생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술한 바에 따르면 법익은 일정한 사태에 

대하여 사회여론이 형성되어 그 문제되는 행위들을 국가에 대해 처벌요청을 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데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

적인 조건이 도출되어야 한다. 즉, 형법이 일정한 법익을 보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제어해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이 바로 구성요건인 것

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상이 필요한 것인가는 법익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보호의 객체(법익)

에 대한 침해행위의 태양 및 작용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구성요건을 만드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은 법익위해행위들’중에서 

특히 형벌로써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체적 행위유형들이 선별되어 추상

화된 형태로 탄생되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인 것이다.16) 따라서 위법성에서 구성요

건이 도출되는 만큼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하겠다.17) 이와 같이 위법성은 ‘추정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위법

16)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모두 
법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추상화된 표현, 즉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살해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유형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
위만이 형벌로써 취급되어 있다.

17) 이러한 이유로 M. E. Mayer는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인식근거’, ‘징표근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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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확정’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적 위법성론의 입장과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정화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확정을 위해서는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

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8)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기수

범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형식적 위법성론의 설명을 우리 형법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형법은 제20조에서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임을 입법적

으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 형법에서는 형식적 위법성론을 취하든 실질적 

위법성론을 취하든 그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정화된 위법성조각사유에는 형

법 제20조도 포함된다고 보아 결국 실정화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형식적 위법성론의 설명이나 실질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실질적 위법성론의 설명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

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될 여지가 있는 본래 형식적 위법성론에 대한 비판

이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복하자면 우리 형법상 위법성

의 심사는 형식적 위법성론을 따르든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르든 결국 동일하다고 

하겠고, 이러한 위법성의 심사는 미수범에 있어서도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위법성 판단의 필요성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굳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한다. 특히 미수범은 기수범과 달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오

히려 적극적인 위법성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법상 “법관은 사소한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형법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로 인

18)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위법성의 실질, 즉 불법의 구체화⋅실정화가 구성요건이므로, 
구성요건의 해석은 위법성의 실질에 의해 지도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임웅, 전게서, 
197면). 그리고 잠정적인 구성요건해당성 판단과는 달리 구성요건에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반가치적 요소와 결과반가치적 요소의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로서 위법성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김성돈, 전게서, 253면), 위법성의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및 다른 법질서의 관점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종국적인 판단이라고 한다(김성돈, 전게서,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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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위한 ‘가치’는 실질적 위법성론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또는 구성요건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실

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익이 침해되었거나 위험하

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 위법성론의 내용이다. 실질적 위법성론은 사회의 공

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즉 법익을 침

해하였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실질적 범죄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 ‘실질’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일반인

에 의해 사회통념상 당해 법익이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다고 할 만한 ‘상당성’

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다.19) 이는 곧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상으로 ‘현저한’ 법익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현저성의 원칙(Erheblichkeits-

prinzip)이라고도 한다. 현저성의 원칙에 근거한 축소해석은 종래 실질적 위법성론

이나 독일에서의 사회적 상당성설20) 가운데 내포되어 있던 사상이다.21) 예컨대, 

손등을 가볍게 만진 추행행위, 몸을 살짝 치거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찌른 

행위 등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익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선상에 놓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라 위법성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2)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도 실질적 위법성이 결여되어 불법

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미수의 경우에 위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불법이 결여된 미수범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참고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침해의 경미성으로는 부족하고 침해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과거 일본에서는 소위 가벌적 위법성론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가벌적 위법성론이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식⋅외관을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결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경우가 있음을 긍정하는 
이론”이다. 일본은 선고유예제도와 우리 형법 제20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가벌적 
위법성론이 정착될 수 있었다.

20) Hans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Walter de Gruyter, 1969), S. 56.
21)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49면 참조.
22) 경미한 법익침해행위 등 가벌적 위법성론이 논의된 일본의 일리사건(一厘事件)도 하

나의 좋은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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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수범도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실질적 위법성

론에 따라 위법성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그 평가의 주체는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Ⅲ. 미수범의 위법성

1. 미수범의 위법성 판단

(1) 미수범의 불법

불법론과 관련하여 현재 통설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는 소위 불법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부정하

지 않는 한 불법 이원론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과반가치가 인정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반가치도 부정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미수

범의 경우 결과반가치 없이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이 구성된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23)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법 이원

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할 때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법익침해와 법익침해의 위험성

이므로,24)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법익침해의 위험

성이라는 결과반가치는 인정되고, 나아가 구성요건상으로 일정한 결과발생을 요구

하지 않는 거동범도 결과반가치만큼은 분명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형법상의 범죄

규정은 모두 보호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반가치만으로 (미수)범죄가 성립한

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위법성론과 불법이원론에 부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

각한다. 물론 과거 행위반가치론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겠지만 행위반

가치론의 창시자인 벨첼도 결과반가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행위반가치 

내에 부분적으로 결과반가치적 요소를 인정하였다.25) 따라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

23) 정영일, 전게논문, 72면.
24) 권오걸, 전게서, 101면; 박상기, 전게서, 82면; 배종대, 형법총론(홍문사, 2013), 201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166면; 오영근, 전게서, 98면; 이재상, 전게서, 111면; 이형국, 
전게서, 161면; 임웅, 전게서, 193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155면; 정웅석/백승민, 전
게서,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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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는 서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접합 및 

부분적으로 교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6) 왜냐하면 범죄적 의사에 기해 

외부로 드러난 행위는 법익을 위해(危害)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위

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 앞 마당에서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아

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연결요소이자 

교집합적 부분은 의사에 기해 나타난 ‘행위’라고 할 수 있다.27) 즉, 이 행위가 순

수한 행위반가치적 요소로 보이지만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형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익을 해하려는 방향으로 행

해진 행위’, ‘행위의 결과반가치에로의 지향성’28)이 결과반가치적 요소로 구성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못한 미수범은 법익침해보다 축소

된 형태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미수범의 경우 

일정한 법익침해를 향한 행위에 대해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즉 결과반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2) 미수범의 위법성의 판단시점

지금까지의 논의한 바에 따르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며, 미수범의 위법성의 판단주체도 당연히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기수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즉, 구성요건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의와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에 따라 행위시에 행위자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존재여부, 

그리고 결과범인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볼 때 미수범은 구성요건이 실현되

25) Welzel, a.a.O., S. 62.
26) 같은 생각으로는 김성돈, 전게서, 253면.
27)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는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표지”,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2006), 42~43면 참조. 이 견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행위반가치만으로 불
법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 설명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원론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28) 문채규, 전게논문,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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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이므로 범죄의 미완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사후에 판명된 모든 사정까지 고려

하여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수범의 경

우에는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게 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

까지 위법성 판단에 반영하여 고려한다면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이 흔들리게 되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살인하고자 독약을 사용하였으나 행위자는 그 

독약이 치사량에 매우 미달한 양이었는지 모르고 사용하여 상대방이 죽지 않은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후에 밝혀진 사정은 행위자가 선택한 독약의 양이 치

사량에 너무 미달한 양이었으므로 인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과

학적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일반인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

지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위법성의 평가주체인 사회 일반인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명쾌한 해답

을 내놓지 못하거나, 위 예와 같이 치사량에 매우 미달하였다는 사정에 집착하여 

위법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이 성

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최

소한 행위시점에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

다. 미수의 종류에는 실행미수와 착수미수가 있는데, 가령 실행미수는 살인의 고의

로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상해에 그쳐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착수미수

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실행의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대상에 외견상 일정한 해를 입히

기도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특히 후자인 착수미수는 실행의 

착수라는 일정한 행위는 있었으나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전혀 외견상의 물리적 해

를 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이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라는 법

익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모두 실행의 

착수시점에 위험성이 인정되면 미수범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험성의 판단시

점을 서로 구분할 이유도 없고, 또한 사후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정까지 고려할 필

요도 없다고 본다. 나아가 이 위험성을 실행의 착수시에 판단하지 않는다면, 위험

성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의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형법 제25조에서 미수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를 내세우고 있는 이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일단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인데, 불능범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되면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만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우리 형법의 해석과 맞지 않게 되고, 불능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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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예비죄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논리모순에 빠

질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29) 물론 불능범의 경우 형식상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진정한 미수범 성립을 위해 실질적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위의 논리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위험

성은 실행의 착수시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구성요건상의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거동범30)과 유사한 불법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기초

하여 일정한 법익을 해하려는 방향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상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31) 즉, 행위시에 그 행위자체가 이미 법익에 대한 

위태화를 내포하는 속성을 띠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실행의 착수

시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3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라는 미수범의 위법성은 행위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나아가 판단의 기초는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외부에 표출된 행위이며, 그러한 

의사를 기초로 한 행위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법론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경찰

에 체포된 경우에 일반인이라면 분명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다

고 판단할 것이므로 살인죄의 (착수)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겠다.33)

29) 이용식, 전게논문, 247면에서는 “불능범이라면 실행의 착수도 긍정될 수 없으며, 실행의 
착수가 긍정되는 행위가 동시에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30) 특히 거동범 중에서도 위험범인 경우가 미수범의 본질적인 불법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1) 앞에서 불법론을 살펴보았듯이 미수범이나 거동범에서 말하는 행위의 위험성은 행위가 
법익을 해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이상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Diethelm Kienapfel/Frank Höpfel, Grundriss des Strafrechts, AT, 12. Aufl.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Wien 2007), S. 145; 김일수, 전게서, 756면; 조
기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법학연구, 통권 제40집(2013), 310면. 그리고 신
동운, 형법총론(법문사, 2014), 528면에서도 행위불법의 영역에서 논해지는 위험성은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적 판단에 의하여 그 유무를 결정한다고 한다.

33) 형법제정 시기에 엄상섭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우리 형법 제27
조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에서 입법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사후에 판단을 해 보아서 도저이 그러한 결과가 발생 못하드라도 우
리가 ① 사전에 보아서 역시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미수범으로 처벌하
자는 것입니다.”는 위험성이 실행의 착수시에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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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수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위법성의 판단주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 그리고 판단시점을 검토해 보았는데 남은 문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행위자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

생이 불가능했던 사안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경우 위험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러한 논의는 미수범의 처

벌근거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논의

(1) 의문점

행위자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한데, 과연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예컨대 시체를 산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하려는 행위,34) 두통약으로 낙태하고자 한 행위,35)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살해하려는 행위36) 등은 우리 형법상의 불능미수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

하는 사례들인데, 과거 독일에서는 실제로 위 사안들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었다. 이 사례들은 곧 처벌과 불처벌의 경계선

상에 놓여 있어서 처벌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사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논의가 컸

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모호한 사태를 독일에서는 ‘untauglicher 

Versuch’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우리 형법상에서는 ‘불능미수’로 번안하고 있다.

형법 제27조에서는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행위자는 일정 범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행위하였으나 행

그리고 “사후에 검열해 보니까 불발탄이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 사람이 인식한 바에 의하면 탄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려고 했고 거기다가 겸해서 ② 보통 일반사회상식으로 보아서 피스톨을 우리한테 대
해서 쏘며는 위험성을 일으킬 것이예요. 이 ③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
에는 일반 미수범과 같이 처벌하자 이러한 것입니다.”(본 발언은 신동운, 전게논문, 66
면~67면에서 재인용하였음)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불법이 사회적 평가라는 점(③), 불법
의 평가는 사회일반인에 의한 객관적 위법성론이라는 점(②), 미수범의 불법은 사전판단
이라는 점(①)을 잘 보여주고 있다(밑줄은 필자 주).

34) RG 1, 451; RG 42, 92.
35) RG 1, 439; RG 17, 158.
36) BGHSt. 1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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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가 택한 수단이나 대상이 성질상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어려워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은 것으로 보아 위에서 제시한 사

안들이 우리 형법상 불능미수의 예로서도 자주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추려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 형법 제27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

라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능’이라는 용어에 충실하자면 위의 치사량 미달

의 독약은 어쨌든 독약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

기 어려우므로 불능미수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그리고 둘째, 결

과발생이 불가능하다면 위험성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

의 구분은 미수범으로서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 따라

서 구성요건의 실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더불어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

이 희박한 경우도 미수범으로서의 처벌여부가 문제되는 모호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상술한 바와 같

이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불능미수 규정이 없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불능미수 규정이 존재해야만 이

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독일 형법은 불능미수 규정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같이 위험성 표지가 

없으므로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우리는 불능미수 영역에서 위험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쟁이 첨예하고, 

나아가 독일의 학설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험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설들을 검토하고 미수

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모호한 사안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법론과 연결지어 

가장 타당한 입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교과서상에서 주로 설명되는 견해들

가. 주관설과 객관설

과거 독일에서는 위에서 제시되었던 미수범으로서 취급을 해야 할 것인지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주관설과 객관

설이 대립이 심했었다. 당시 독일형법에는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행위

자의 착오로 인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사태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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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모호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논의가 있었던 것이다.37)

19세기 유럽은 자연과학적 실증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형법학에도 그 영향이 미

쳤었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독일제국법원의 입장, 특히 제국법원의 판사였던 

부리(v. Buri)는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의할 경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단계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주관적인 

측면인 범죄적 의사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소위 주관적 미수론을 주장하게 된

다.38) 따라서 범죄에 이르기 어려운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또는 행위객체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경우라도 범죄적 의사만큼은 인정되므로 쉽게 

미수범으로 처단할 수 있었다.39) 하지만 당시 독일의 학계에서는 제국법원의 입장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미 19세기부터 존재했던 객관설을40) 고수하고자 하였다. 즉,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사후적⋅

객관적으로 보아 절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객관설이 학계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후자만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소위 절대적 불능⋅상

대적 불능 구별설(소위 구객관설)이41) 주장되었다. 이에 반해 주관설은 상술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게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적 의사에 치중하여 판단

하므로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

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37) 말하자면 구성요건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수범 처벌여부가 문제될 것인
데, 일반적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파악하기에 애매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학자들 간에 
처벌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놓고 논의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8) Maximilian von Buri, Causalität und ihre strafrechtlichen Beziehungen (Stuttgart, 1885), S. 
114-121.

39) RGSt 17, 158(낙태가 불가능한 수단으로 낙태시도를 하였는데 미수범을 인정한 판례); 
RGSt, 34, 217(임신하지 않은 부녀에 대해 낙태시도를 하였는데 미수범을 인정한 판례). 
우리나라에서 주관설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형설출판사, 2011), 
431면.

40) Johann Friedrich Abegg, Lehrbuch der Strafrechts-Wissenschaft (Druck und Verlag von 
J.K.G. Wanger, 1836), S. 161.

41) Albert Friedrich Berner,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1. Aufl. (Leipzig, 1881), S. 
157.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 金宰賢   225

나.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이러한 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 구별설(구객관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처벌되는 미수범의 성립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점을 들어 

리스트(v. Liszt)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충설로서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을 주장하였고42) 20세기에 들어서는 

구체적 위험설이 유력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신객관설은 사후에 절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으로 밝혀

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판단자(일반인)가 행위자의 실행행위 시점에서 사후를 

향한 예측, 즉 사후적 예측(nachträgliche Prognose)을 하여 위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말하자면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 

불능사안이었더라도 행위시점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먹인 

경우 사후적으로는 설탕임이 밝혀져서 절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더라도, 

행위시점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독약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된다.

다. 추상적 위험설

그리고 또 다른 절충설인 추상적 위험설도 20세기 초반에 주장되었는데,43) 법질서 

위험성설, 또는 주관적 위험설이라고도 한다. 이 견해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의 입

장에서 보아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먹인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즉, 

실제로 설탕이 독약이었다면) 독약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때 행위자가 

매우 경솔하게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였더라도44)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위험

42) Franz von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5. Aufl. (Walter de Gruyter, 1892), 
S. 204. 우리나라에서는 배종대, 전게서, 539면; 오영근, 전게서, 346면; 이재상, 전게서, 
406면; 이정원, 전게서, 308면; 정웅석/백승민, 전게서, 386면; 조기영, 전게논문, 311면.

43) Friedrich Wachenfeld,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Oskar Beck München, 1914), S. 179-180. 우리나라에서는 권오걸, 전게서, 474면; 김성돈, 
전게서, 436면; 김성천, 형법총론(소진출판사, 2009), 361면; 성낙현, 전게서, 526면; 임웅, 
전게서, 406면; 정성근/박광민, 423면; 정영일, 형법총론(박영사, 2010), 363면.

44) 예컨대, 슈퍼마켓 조미료 코너에 있는 소금을 청산가리로 오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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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추상적 위험설이 구체적 위

험설보다 미수범을 인정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구제척 

위험설은 누구나 설탕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일반인은 행위자와 같이 

설탕으로 오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설탕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수단이 아니

므로) 위험성이 부정된다. 반면 추상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은 배제하고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

는 가정(실제로 독약이라는 가정) 하에 판단하므로 이때에도 위험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이 구분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행위자가 경솔하게 오인하였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45)도 있지만 이 반론은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반론이지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반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상적 

위험설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판단이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판단

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오인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면 

그 인식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판단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설은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와 같은 엉뚱한 사안만 위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46) 위험성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47) 이와 같이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착오의 경중이 위험성의 결정 여부에 크게 반영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

겠다. 따라서 미수범의 성립범위는 주관설보다는 다소 좁지만 사실상 주관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45)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422면에서는 행위자의 경솔한 착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반
인의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구체적 
위험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 위험설의 일종인 법질서 위험설의 
내용,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일반인이 판단한다는 
설명에 대해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만 국한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
한 지적도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46) 주관설은 이때에도 미수범을 인정하게 된다.
47) 여기서 ‘행위자가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은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설탕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오인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설탕 자체가 살인력을 갖춘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저 설탕일 뿐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주관설 외에 모든 학설들은 위험성을 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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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상설

종래의 학설들과 달리 인상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현재 독일의 다수설이며 국내

에서도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설명할 때 절충설을 인상설로 풀이하여 주장하거나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을 논할 때에도 인상설이 주장되기도 한다.48) 인상설의 

내용으로는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어 법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된다고 한다.49)

이에 대해 인상설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데에는 타당하지만 위

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50) 하지만 인상설도 

구체적 위험설과 같이 일반인이 행위자의 행위시점에 서서 객관적으로 사후를 향해 

예측하는 방법(objektiv-nachträgliche Prognose)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51) 사실상 구체적 위험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굳이 차이가 

있다면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법 동요적 인상’ 내지 ‘법익평화상태의 교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했다는 점뿐이라고 

생각한다.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학설들은 우리가 말하는 불능미수와 같이 미수범으로서의 취급여

부가 모호한 사태를 과연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즉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룬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52) 이와 같

이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미수사태들은 결국 행위자의 착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학설들 중 객관설을 제외한 모든 견해

들은 행위자의 착오를 반영하여 미수범의 인정범위를 논하고 있다.

미수범의 처벌근거의 흐름을 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주관설과 

객관설은 이후 불법론의 등장과 함께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논리상 객

48) 이형국, 전게서, 302면.
49) Adolf Schönke/Horst Schröder-Albin Eser, StGB Kommentar, 28. Aufl. (München: C.H. 

Beck, 2010), §22.
50) 임웅,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형사

법연구, 제22권 제4호(2010), 173면.
51) Kienapfel/Höpfel, a.a.O., S. 145; 김일수, 형법학원론(박영사, 1989), 755-756면.
52) Wachenfeld, a.a.O., S. 170에서는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위 학설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책 S. 179-180에서는 불능미수의 처벌근거로서 또 다시 동일한 학설들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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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에 가까운 견해를 취하게 되고, 제국법원의 입장이었던 주관설은 후에 벨첼류의 

행위반가치론자들에 의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로서 재구성되며,53) 불법 이원론이 

자리 잡은 후 독일에서는 미수범의 처벌근거인 인상설 외의 나머지 학설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와 달리 우리는 위 학설들을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아닌 불

능미수의 위험성 판단논의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은 

거의 대등할 정도로 대립한다. 그리고 위험성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잠

재적 위험설, 수정된 절충설이54) 주장되며, 심지어는 주관설55)도 주장된다. 위험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불능미수 영역에서 설명되는 이유는 문장구조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면 위험성도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언어논리에 맞을 것인데, 형법 제27

조에서는 불가능과 위험성 요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험성 표지가 불능

미수의 성립만을 위한 특별한 요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 표지가 불능미수만의 성립요건이자 독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56) 우선 위에서 설명한 학설들은 행위자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거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미수범으로 취급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이자 처벌과 불처벌 사이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모호한 미수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좀 더 자세히 

논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형법 제27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

와 같은 한계선상의 사례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명 우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불능미수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등

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행위자의 착오가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형법 제27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독일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행위자의 착오는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 위험성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착오가 인정되면 고의가 조각되는데, 불능

미수는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 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단, 착오가 크면 클수록 위험성이 정도가 낮아져서 부정될 수 있으며, 

53) 독일의 미수론 변천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기영, 전게논문, 302면 참조.
54) 신동운, 전게서, 530-531면에서는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을 주장하고 있다.
55) 이영란, 전게서, 431면.
56) 김성돈, 전게서, 418면에서는 미수범이 처벌되는 이유는 사후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제27조의 위험성은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 金宰賢   229

착오가 무시될 정도로 경하다면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행

위자의 착오와 관련하여 볼 때 주관설은 행위자의 착오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취급하려는 입장이며, 객관설은 행위자의 착오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한 사태라면 미수범의 성립을 부정하자는 입장이다. 그

리고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모두 행위자의 착오를 반영하지만,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매우 중한 착오까지도 반영하여 위험성을 인정하므로 불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구나(jedermann) 설

탕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을 행위자만 유독 경솔하게 독약으로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사안은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적

으로 취급할 가치조차 없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형

법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면 형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거니와 실질적 위법성론 및 

실질적 범죄개념, 그리고 불법 이원론에도 합치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반대로 실제

로는 설탕이었으나 행위자가 독약으로 오인한 경우에 누구나(jedermann) 행위자와 

같이 독약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일반인의 사회적 평가가 반영되어 객관

적인 규범력을 담보하게 되므로 위험성이라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설57) 내지 이와 유사한 인상설58)이 불법론과 

가장 잘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Ⅳ.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1. 논의의 발단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이 불능미수만의 

독자성을 지닌 표지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조에서 말하는 위험성의 독자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불능미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인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문장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수범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

로서 특히 객관적 측면이 문제되는데, 이 객관적 측면인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57)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530면; 배종대, 전게서, 539면; 오영근, 전게서, 346면; 이재상, 
전게서, 406면; 정웅석/백승민, 전게서, 386면; 조기영, 전게논문, 311면.

58) 이형국, 전게서,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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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침해의 위험성 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59)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구성

하기도 하며, 이 세 가지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60) 하지만 

결과발생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위험성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능성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은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61) 형법 제27조의 해석에 있어서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험성 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주장되고 있다.62)

2.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1) 잠재적 위험설

형법 제27조의 문장구조가 상호 모순되므로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현실적인 가능성’이고, 위험성은 결과발생의 ‘잠

재적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63)

잠재적 위험설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을 둘로 나눈 후,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을 독자적인 특유의 위험성인 잠재적 위험성으로 파악하여 이 위험성이 인정

되면 불능미수가 성립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부정되면 불가벌이라고 한다.64)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에 의하면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을 미수범 일반의 위험성으로 파악

59) 김성돈, 전게서, 253면.
60) 김선복, “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동북아문화연구, 제35집(2013), 

142면.
61) 유사한 문제제기로는 임광주,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2007), 

132면.
62)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의 가상적 위험성으로 보는 견해

(임광주, 전게논문, 136면), 잠재적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박상기, 전게서, 387면; 이승준,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2007), 43면; 한상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52면), 일반예방상 일반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
형국, 전게서, 296면) 등이 있다.

63) 권오걸, 전게서, 474면; 이승준, 전게논문, 43면; 한상훈, 전게논문, 50-52면. 이와 달리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인 동시에 그 위험성의 판단을 구체적 위험설의 
표준에 의하면서 그 위험성은 곧 잠재적 위험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박상기, 전게서, 
387면). 이 견해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구체적 위험설과 동일하므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표지에 독자성을 부여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64) 한상훈, 전게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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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독자적 성격을 띤 제27조만의 위험성을 인정하게 된다.65)

결과발생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행위자의 착오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결과발생이 

가능했던 경우지만, 잠재적 위험은 행위자의 착오로 인해 현실적인 가능성이 사라

졌으므로 원래 잠복해 있던 잠재적 위험성만은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66)67) 그렇다면 잠재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과 큰 차이가 없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행위자가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상대방에게 먹인 경우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일반인이 

판단하므로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은 대로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살인의 결

과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설과 차이가 없어지고 미신범도 처벌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68)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행위자가 

믿은 사정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즉, ‘행위자가 믿은 사정의 존재’는 곧 ‘살인력이 있는 설탕’을 의미할 것인데, (행

위자만 특히 알고 있는 살인력을 갖춘 특수한 설탕이 아닌 한) 일반적인 설탕에는 

살인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행위자가 오인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 

이때에는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더라도 위험성을 부정하게 된다.69) 따라서 잠재적 

위험설은 대체로 추상적 위험설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70)

(2)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 모두 일반인의 경험법

칙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위험성의 성립범위를 구체적 

위험설보다 좀 더 좁히기 위해 ‘과학적 일반인’의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

다는 견해이다.71) 즉, 문외한들의 자의적인 위험성 판단을 견제하고 형법 제27조

65) 한상훈, 전게논문, 52면.
66) 이상문,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요건 － 특히 규범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9), 193면.
67) 임광주, 전게논문, 136면에서는 소위 ‘가상적 위험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잠재적 위험설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지만, 가상적 위험을 불능미수를 포함한 
미수범 일반의 공통분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의 독자성은 부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8) 한상훈, 전게논문, 56면.
69) 권오걸, 전게서, 474면.
70) 따라서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잠재적 위험성으로 파악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서 추상적 

위험설의 기준을 주장하기도 한다(권오걸, 전게서, 474면).
71) 신동운, 전게서, 531면; 류부곤, 미수범의 처벌근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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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성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학적 판단에 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하급심 판결

이지만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살인력이 없는 쥐약으

로 살인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

였다.72) 즉,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은 위험성의 판단주체로서 과학적 일반인을 내

세우고 있으므로 당해 쥐약에 살인력이 없다는 과학적 판단이 있으면 위험성을 부

정하게 된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당해 쥐약에 살인력이 없다고는 하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는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상해를 발생시킬 수는 있다.73) 

따라서 본 학설은 위 사례와 같이 과학적 판단에 의해 살인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

진 수단으로 살인시도를 한 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하게 되는 반면, 동일한 수단으

로 살인의 고의가 아닌 보다 약한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상해죄를 인

정하게 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 높았던 

경우 결과불법을 탈락시켜 무죄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행위불법이 낮았던 경우

에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학교 대학원(2009), 122면에서는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강화된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으로서 수정된 구체적 위험설을 주장하는데, 同, 
170면에서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미수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점을 감안하면, 
강화된 절충설과 수정된 구체적 위험설은 결국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72) 대전지방법원 1996. 4. 26. 선고 95고합428 판결.
7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통상인의 경우 1회 복용시에는 안전하고 
… 수일간 복용하더라도 잇몸, 코피 … 소화기관, 비뇨기관, 자궁 등에 출혈이 보인다는 
정도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행위의 성질상 살인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위험성도 없다 할 것이고 … 무죄를 선고한다”(대전
지방법원 1996. 4. 26. 선고 95고합428 판결).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과수 및 
약학대학의 과학적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결국 위험성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하여 80-90도의 가열하는 그 사정을 놓고 이것
이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일반인(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졌어야 할 것이거늘, 이 점 심리절차 없이 다시 말해서 어째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바 없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이
유 불비의 위법 아니면 불능범 내지는 위험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이 판결과 전자의 판결의 공통점을 보면 결과발생
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곧 위험성도 없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구)
객관설에서나 타당한 논리이며 현행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고 본다. 단, 결과발생의 가능여부를 사후적으로 과학적 판단에 의했다는 점은 타당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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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상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과거 독일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한계선상에 위치하여 판단이 모호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좀 더 세분화하여 다룬 견해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위험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불능미수를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형태로 

파악하여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표지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사후적⋅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적⋅자

연과학적으로 결과발생의 위험 내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불능미

수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미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수범 일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조의 

위험성을 불능미수만의 독자적인 표지로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추상적 위험설을 주장하는 것이다.74)

(4) 주관설

주관설은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이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

라도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의사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이다.75) 이 견해는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절충설로 파악하는 반면,76) 불능미수 규

정을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위험성을 주관설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 견해도 위험성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형법 제27조의 위험성과 미수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

(독자성 부정설)

(1) 미수범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설명하지만 구객관설, 주관설, 신객관설, 추상적 위험설 등 종래 독일의 

여러 학설들은 미수에 그친 사태지만 ‘미수범’으로 과연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

이 모호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좀 더 자세히 논한 학설들이

74) 김성돈, 전게서, 435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424면.
75) 이영란, 전게서, 431면.
76) 이영란, 전게서,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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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77) 만일 우리 형법상으로 제27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추측컨대 독

일과 동일한 논의, 즉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

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형법 제27조의 존재로 인해 불능미

수가 일반 미수범의 일종이 아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미수형태라는 방향으로 해석

되거나 위험성에 독자성을 부여하여 불능미수만의 성립요건으로 파악되는 등 혼란

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사후적⋅객관적 관점에서 사실적⋅

자연과학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두기도 하는데,78) 이러한 설명은 종래 독일의 

(구)객관설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즉, 구성요건에 의해 보

호된 행위객체를 위태롭게 하였을 때, 즉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될 높은 위험에 

두었다고 한다.7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후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던 

불능미수는 일반 미수범의 일종이 될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존재로 인해 예외적

으로 처벌되는 독자적인 형태의 미수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기해 외부로 드러난 

행위, 즉 실행의 착수와 결과의 불발생이라는 수정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시에 위험성이 있었는지 위법성의 심사를 거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밝혀진 사정을 고려한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불가능 여부는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아니라 가능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분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미수범의 처벌근거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아닌 

법익침해의 위험성인 만큼 사후적으로 사실적⋅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최소한 실행의 착수시에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행위시점에서의 판단, 즉 

사전적 판단이 요구되며, 나아가 자연과학적 사실판단이 아니라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에 의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80)

77) 이와 동일한 주장으로는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 해석상의 오류를 중심
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1999), 88면; 同,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표지에 대한 
해석의 오류”, 고시계(고시계사, 2001. 9), 73면.

78) 김성돈, 전게서, 432면.
79) Hans-Heinrich Jescheck/Thomas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 Aufl. (Berlin: 

Dunker & Humblot⋅Berlin, 1996), S. 512-513 참조.
80) 임웅, 전게논문, 169면 및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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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론 및 실질적 위법성론과 관련하여

나아가 불법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사후적⋅자연과학적 사실

판단에 의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인데,81) 앞에서 불법

론의 전개와 더불어 실질적 위법성론 등 미수범의 불법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는 규범적 판단의 산물이지 사실판단에 

의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27조의 위험성을 가능미

수와 불능미수의 공통분모인 위험성으로 파악하는 한, 미수범도 범죄인만큼 위법

성의 심사인 위험성 인정여부를 거치는 것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불능

미수가 아닌 가능미수에서도 동일하게 위험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가 서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미수의 경우 거듭 위험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위험성 요건이 양 미수 사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않고 불능미수에서만 

기능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익침해 내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라는 위법성은 구성요

건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추정되므로, 예외적인 경우나 한계선상에 놓인 경우가 

아니면 그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결과발

생이 가능한 사태라면 대체로 위험성이 추정될 것이므로 굳이 이중으로 위법성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반면, 불능미수와 같이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한계선상에 놓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위험성을 양 미수의 공통분모로 보면서도 불능미수에서 주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

어 독자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수에 이른 사태를 놓고 범죄인정여부를 심사할 

때에도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악의적으로 사람을 잔인

하게 살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추정되어 살인죄의 불법이 인정될 것인데, 이 사

안을 두고 굳이 위법성 심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달리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였더라도 사탕 한 개를 절도한 경우와 같이 한계선상에 

놓인 경우 보충적으로 위법성의 심사를 거쳐 불법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81) 임웅, 전게서, 194면. 이와 달리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277면;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3호(2000), 119면에서는 결과반가치를 좀 더 
세분화하여 3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
범의 경우에도 결과반가치 없이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이 구성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정영일, 전게논문, 72면) 불법이원론을 따르는 이상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으며, 
거동범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익에 대한 위태화라는 결과반가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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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위법성의 심사에 독자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수범의 위법성 심

사가 불능미수에서 특히 기능한다고 하여 위험성 표지에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으면 법익침해의 위험성도 없다는 문장구조상의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겠으나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기수범의 경우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동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더라도 결

과반가치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과반가치의 개념은 말 그대로 가치평가가 이루

어진 개념이다. 즉, 형식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부정될 수 있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결과반가치가 축소되며,82) 나아가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사회상규상 형법적으로 

취급할 가치가 없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결과와 

결과반가치가 동일평면상의 개념이 아니듯이 결과발생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

성도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반복하건대,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보아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추정될 뿐이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위법성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수범에서 말하는 결과와 결과반가치가 동

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연장하여 보면, 미수범에 있어서도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법익침해의 위험성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아니라는 논리가 

서게 된다. 이에 대해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법익침해나 위태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83)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법익침해의 위험성 양자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과발생이 반드시 가능하지 않더라도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실행의 착수시기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판단에 의해야 하고, 실질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사회 일반인의 

판단에 의해진다. 반면,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그 불가능의 요인이 사후적으로 밝혀

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후적 판단에 의해지며 결과발생의 불

82) 권오걸, 전게서, 163면; 김성돈, 전게서, 264면;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282면; 박상기, 
전게서, 162면; 성낙현, 전게서, 218면; 손동권/김재윤, 전게서, 175면; 오영근, 전게서, 
188면; 이상돈, 전게서, 272면; 임웅, 전게서, 212면; 정성근/박광민, 전게서, 209면; 정
웅석/백승민, 전게서, 186면.

83) 오영근, “불능미수의 위험성”,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2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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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요인이 일반인의 일반적 사고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소위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상황인 때에는 전자와 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경매배당금편취를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법원에 소액보증

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소송)사기죄의 죄책여부가 논의되

는데,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

우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민사판례의 입장84)을 들면서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의 편취라는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경

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공소 외 1인으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85)라는 판결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 전문가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법률 문외한으로서 일반인이라면 위 상황

에서 분명히 재산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 여부와 위험성 여부가 판단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전문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도 행위

시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

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위법성의 평가라는 결과반가치적 요소의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거쳐야 비로소 불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

로,86)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과반가치의 충족여부라는 

사회 일반인에 의한 위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법 제25조에서 

미수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제시하고 있는바 실행의 착수시에 법익침

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결과발

생이 가능했던 또는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정들은 미수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요건은 모든 미수범의 공통분모로서의 처벌

근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87) 불능미수는 미수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84)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8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99 판결.
86) 김성돈, 전게서,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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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나아가 위험성 표지를 불능미수만의 독자적인 요건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Ⅴ. 나가는 말

형법 제27조는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이라는 상충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해석론이 주장되었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뿐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형법의 근본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여 불능미수를 미수범 일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논

증해 보고자 하였다.

불능미수에 관한 논의는 종래 독일에서 미수범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판단이 모호한 미수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므로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의 불능미수가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태이자 독일에서 문제시 되었던 

(불능)미수사태와 매우 유사한 만큼 독일의 논의를 차용하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사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상

대적 불능 구별설이라는 (구)객관설은 사후적으로 보아 사실적⋅자연과학적으로 

결과발생이 가능했던 사태만을 미수범으로 파악하므로 객관설의 입장에서는 불능

미수를 미수범 일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객관설의 입장에서 

보면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을 불능미수만의 독자적인 성립요건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반면, 주관설은 주관주의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에만 치중하므로 미신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미수범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객관주의와 주관주

의의 절충주의인 우리 형법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 

87) 문채규, 전게논문, 47면; 임웅, 전게논문, 169면; 천진호, 전게논문, 87면; 허일태, 전게
논문, 53면. 하지만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미수범 일반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아직 견해가 나뉘고 있다. 
예컨대 임웅, 전게논문, 169면에서는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으며, 류부곤, 전게논문, 
170면에서도 미수범 일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는 점
(위험성의 독자성 부정설)에서는 본 논문과 입장이 일치하지만, 위험성의 판단기준으로 
강화된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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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주관과 객관의 합일체인 만큼 절충설이 타당할 것인데 절충설도 견해가 구

체적 위험설, 인상설, 추상적 위험설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 학설들 중 어느 입장

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불법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범죄규정들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법익이 침해되었거나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미수범이 처벌되는 근거

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합

치되어 있다.88) 범죄의 심사순서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순으로 파악하지만,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유형화⋅구체화이므로89) 위법성이 구성요건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그것은 

추정일 뿐 위법성의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위한 평

가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리는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수범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질적 위법성의 심사과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논의한 바와 같이 법익이 사회 여론에 의해 도출된다는 점에서 

사회 일반인의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곧 위법성의 평가방법으로서 널리 승인되어 

있는 사회 일반인에 의한 객관적 위법성론과도 논리적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에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어 주관적 측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일반인이라면 누구나(jedermann) 행위자와 동일하게 인

식할 수밖에 없었다면 불법의 객관적 측면이 담보되어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론의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미수범의 

위법성의 평가기준은 구체적 위험설과 인상설로 귀결된다.90)

88)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는 범죄는 미수범 외에도 위험범이 존재
한다.

89) 임웅, 전게서, 197면.
90) 김일수/서보학, 전게서, 513면에서는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인상설을 주장하면서, 531

면에서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하
는데, 이러한 설명은 양 학설을 동일하게 파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
스트리아에서는 인상설을 소위 ‘동반관찰자이론(Lehre vom begleitenden Beobachter)’이
라고 하며, 그 판단기준은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행위자의 행위시점으로 돌아가 행위
자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ienapfel/Höpfel, a.a.O., S. 14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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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구)객관설을 취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만의 독자적인 성립요건이 아니라 미수범 일반의 

성립요건이 될 것이므로 독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미수

범으로의 처벌과 불처벌 사이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모호한 미수사태의 위법성을 

평가하여 불법이 인정되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비로소 형법 제27조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형법 제27조에서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요건은 단지 가능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분해 주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투고일 2015. 4. 26     심사완료일 2015. 5. 19     게재확정일 2015. 5. 29  

러한 설명도 구체적 위험설의 판단기준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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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Über das “Gefährlichkeit” Merkmal im §27 kStGB

Kim, Jae-hyun*

91)

Koreanisches Strafgesetzbuch §27 bestimmt “[Untauglicher Versuch] Eine Handlung 

ist auch dann strafbar, wenn der Erfolgseintritt des Deliktes infolge eines Irrtum 

über die angewendeten Mittel oder die Gegenstände, die zu seiner Ausführung 

gewählt wurden, unmöglich ist, sofern die Gefährlichkeit besteht; die Strafe kann 

jedoch gemildert oder erlassen werden.” Hier handelt es sich um die Struktur der 

Satz, der widerspruchlich ist. D.h., wenn der Erfolgseintritt unmöglich ist, dann 

kann es keine Gefährlichkeit gibt. Es ist daher sehr wichtig, dass kStGB §27 ohne 

Widerspruch ausgelegt werden muss. Die Lösung dieses Problem ist abhängig von 

die Beurteilungen über Mö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bzw. die Gefährlichkeit. 

Normalerweise ist die Gefählichkeit als die Mö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verstanden. Ich denke, dass es das Missverständnis wegen dieser Festschreibung 

gibt. Dieses beide muss aber voneinander unterschieden werden, weil die Mö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nicht der Erfolgsunwert bedeutet. Die Mö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ist tatsächlich durch der Kausalität beurteilt, mithin der Begriff der 

§27 kStGB “Gefährlichkeit” bedeutet den Strafgrund des Versuchsdelikts als Bereich 

des Handlungsunwerts und des Erfolgsunwerts (Gefährlichkeit der Rechtsguts-

verletzung durch Tat zum Delikt). Und die Grundlage der Beurteilung über die 

Gefährlichkeit im untauglichen Versuch begründet die Kenntnis des Täters und der 

Umstand, den man im allgemeinen erkennen kann. Und der Maßstab der 

Beurteilung für die Gefährlichkeit sollte durch den Durchschnittsmensch im 

Alltagsleben beurteilt werden (nämlich die konkrete Gefährlichkeitstheorie).

Schlüsselwörter: untauglicher Versuch, Erfolgsunwert, Strafgrund des Versuchs, 

Unmöglichkeit des Eintritts, Gefährlichkeit der Rechtsgutsverl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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