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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방법의 착오의 이론적 기초―

1)

李 用 植**

Ⅰ. 문제의 제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처

리함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달리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1) 법정적 부합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어, 양자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두 착오 모두 행위자가 의도했던 A가 아닌 B가 살해되었는데,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의도했던 바로 그 객체가 침해된 경우라고 하는 반면, 

구체적 부합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

도하지 않았던 객체를 침해한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다.2)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

* 이 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

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독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방법의 착오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방법의 착오에 의하여 동종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우연

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단이 사용된 경우(Blei, AT, 18.Aufl., 1983, S.123; Geppert, 
“Zum Error in persona vel objecto und zur aberratio ictus, insbesondere vor dem 
Hintergrund der neuen Rose-Rosahl-Entscheidung(=BGHSt. 37, 214ff.),” Jura 1992, 
165f.; Janiszewski, “Zur Problematik der aberratio ictus,” MDR 1985, 533ff.)와 방법의 

착오가 있어도 행위자의 계획이 실현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Herzberg, “Aberratio 
ictus und error in objecto,” JA 1981, 473ff.; Roxin, AT I, 3.Aufl., 1997, § 12 Rn.155; 
Rudolphi, “Literaturbericht: Hillenkamp, Die Bedeutung von Vorsatzkonkretisierung bei 
abweichendem Tatverlauf 1971,” ZStW  86(1974), 96f.) 등이다. 독일의 소위 구체화설

은 그 귀결이나 근거가 매우 다양하여, 현재에는 방법의 착오의 기본적 사례에 관하

여 고의기수를 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만 공통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찾으려는 시도로는 김 환, “형법상 방법의 착

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1, 1993, 13면 이하.
2) 김 환,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들”, 고시계 1995/7, 35면; 배종대, 형법총론, 제7판, 

2004, 221면. Vgl. Haft, AT, 9.Aufl., 2004,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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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자의 착오에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하

지 않았는데 공격하게 되어버린 그 객체에 대한 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했던 대상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에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적 부합설로부터는 객체의 착오도 의도하지 않았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방법의 착오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3) 그리고 또한 독일의 등가치설로부터는 방법의 착

오의 표준사례의 경우에도 행위자는 공격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객체를 침해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A를 살해하려고 발포하 는데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결과적으로 B를 살해하게 된 경우에도, 행위자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B가 맞은 경우 실제로 B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다. 이와 같이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탄환에 맞는 그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는 소위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식과 결과는 항상 일치하게 될 것이다. 즉 행위자는 항상 자

신이 사용하는 행위수단의 작용범위 내에 있는 객체를 침해하려고 생각하므로, 

결국 자신의 탄환에 맞은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라는4) 의미이다. 그

리고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공격하겠다고 특정하지 않아도 고의

는 당연히 성립한다고 모든 견해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방법의 착오의 사례에서

도 행위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5) 

예를 들어 사회혼란의 목적으로 무차별 테러를 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결과가 누구에게 발생하여도―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비행기에서 강력한 폭탄을 서울의 어딘가에 투하하는 행

위는 사람의 숫자나 대상의 소재가 불특정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

된다. 따라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그러한 인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는 것이다.6) 즉 고의는 추상적인 구성요건적 결과의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따라

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2001, 183면;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159면;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3, 173면; 신동운, 형법총론, 2001, 186면.

4) Puppe, “Zur Revision der Lehre vom konkreten Vorsatz und der aberratio ictus,” GA 
1981, 7.

5) Puppe, GA 1981, 10ff.
6) 임웅, 형법총론,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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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인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사

람’ ‘A라는 특정인’을 살해한다는 인식을 요구하는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좁힌다는 것이다.7)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부합설의 입

장에서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도 행위자가 공격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

라는 반론이 있다.8) 그리고 방법의 착오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는 불명확하며, 

실제사례에서 행위자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인지 객체의 착오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9)

방법의 착오는 광의의 공범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나, 여기에서는 단독범에서의 

방법의 착오에 관한 논의가 고찰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소수설은 법정

적 부합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수설인 구체적 부합설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듯이 보인다. 즉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동일하게 다루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학계에서는 최근에 법

정적 부합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10) 그리하여 구체적 부합설의 이론적 문

제점이 지적되고 그 존재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히 구체적 부합설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우선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라는 관점에서의 지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검토함으로써 방법의 착오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적어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방법의 착오의 정체성 내지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또한 개괄적 고의의 경우를 검토하여, 그것이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행위

자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인지 객체의 착오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하여 

어느 범위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함으로

7) 임웅, 형법총론, 161면; 이재상, 형법총론, 174-175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4면; 
신동운, 형법총론, 188-189면.

8) 문채규, “방법의 착오의 착오유형적 정체성”,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132면.
9) 이재상, 형법총론, 173-174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3면.

10)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4면; 이재상, 형법총론, 175면; 임웅, 형법총론, 161면; 신
동운, 형법총론, 188면. 또한 신양균, “방법의 착오의 검토”, 박정근교수 화갑기념논문
집, 1990, 29면; 조병선,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로의 고의귀속”, 청주대 법
학논집 제9집, 1994,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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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양자의 구별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방법의 착오에 관한 기존의 개

념정의로부터 한계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 내지 기준을 포착해내려

는 하나의 노력으로서,11)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

수적인 과제이다.

Ⅱ.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구별 기초

1. 구별의 전제 ― 대상적 개별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방법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와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

가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 원수 A를 살해한다고 생각하여 발포하 는데 총에 맞

은 사람은 은인 B 던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도, 원수나 은인이라는 객체의 속성

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객체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수나 은인이라는 개별화의 속성은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A를 살해하려고 하 는데 옆에 있는 B를 살해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옆에 

있는 자’라는 속성은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나 방법

의 착오는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속성(Eigenschaft)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12)

물론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이와 같이 존재적 차원의 객체개별화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차이가 없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의 착오는 의도한 그 객

체가 침해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의도하지 않은 객체가 침해된 경우라는 차

별적 개념정의는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

오는 모두 존재적 차원에서의 속성에 관한 착오라는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행위의 효과가 

미칠 객체를 특정했다는 것, 즉 대상적 개별화를 전제로 하여 차별적으로 달리 

정의되고 있다.14) 방법의 착오에 관해서만 객체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대상적으로 개별화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착오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모든 견해가 일치되어 

11) 심도있고 정치한 이러한 노력으로는 문채규, 전게논문, 120면.
12) 이렇게 보는 견해로는 조병선, 전게논문, 13-14면.
13) 이에 관하여는 문채규, 상게논문, 122면.
14) 문채규, 상게논문, 123면 이하.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250∼284254

있는데, 방법의 착오는 대상적으로 개별화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행위의 효

과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형법에서 이러한 대상적 개별화가 방법의 착오와 관

련하여 중요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 법정적 부합설 논거의 실질적인 의미

갑이 A를 살해하려다 옆에 있는 B를 살해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 법정적 부

합설은 이러한 대상적 개별화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갑은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방법의 착오와 관련하여 이 논거가 담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한 방법의 착오에서, 왜 법정적 부합설은 A가 아니라 사람

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B에 대한 살인고의를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

설에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사람을 살해했다고 할 때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

키는 것인가? 이때의 사람은 당연히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갑은 

불특정인, 즉 무릇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

가 발생한 것은 B이므로, B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결국 갑은 B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15) 한 마디로 갑은 B를 살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정적 부합설의 속뜻이다. 이러한 속뜻을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이 

특정인 A를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그러한 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속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는 의

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인 A만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성립되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부합설과 같이 갑이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로 보더라

도, 이때 갑은 특정인 B를 살해하려고 하여 그 특정인 B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인 B라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

장되는 논거가 소위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이다. 총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

는 자는 항상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특정하기 때문에, 갑은 탄환

에 맞은 B를 살해하려고 하여 B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어떠한 경우이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방법의 착오에서 갑은 항상 B

15) 그렇기 때문에 이는 B에 대하여 고의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Puppe, “Umgang mit Gegenmeinung,” JuS 199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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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된다. 특정인 A만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와 공격객체의 특정

1. 논의의 출발

방법의 착오에서 의도한 객체가 침해된 것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행위자는 의도한 객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해되는 객체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고 

특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특정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고의기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라는 관점에

서 보면 고의는 항상 결과가 발생한 그 객체에 특정된 구체화된 고의라는 것이

다.16) 침해된 그 객체에 특정되지 않은 고의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Individualisierung durch den Kausalverlauf)는 공격객체의 

특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해되는 객체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 행위자는 이러한 인

식으로 과연 누구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공격객체가 특정이 된 것인가?

2.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 ― 사후적인 특정

무차별 테러를 하기 위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탄환이 발사되도록 총

을 설치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

하여 살해되는 대상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

에 A가 살해되었다면 A에 대한 고의살인죄가 인정된다.17) 그렇다면 본 사례에서 

A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행위자가 A를 살해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행위자가 A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사례에서 행위자가 가지는 고의의 인정시점은 행위시, 즉 그가 총을 설치할 

때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탄환에 맞는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어느 객체가 그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16) Puppe, GA 1981, 7.
17) 누구에게 맞아도 그에 대하여 고의가 성립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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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누가 자신의 피해자가 될 것인지 말할 수 없다.18)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행위시점에 실제로 ‘이 탄

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더라도, 그것으로 행위자가 특정인(만)을 살

해하려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해되는 객체가 받는 자

기‘행위의 작용’에 관하여는 특정하고 있어도, 자기행위에 의하여 살해되는 ‘객

체’에 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즉 이 사례에서와 같이 행위자가 

실제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다면, 이는 행위자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위자가 탄환이 날아가 ‘탄환의 도달

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에서 행위자가 특정인(A)을 살해하려고 하 다

고 말하는 입장은,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생각한 사정이 누군가에게 발생할 것

을 기다려 행위자가 누구를 살해하려고 하 는가를 결정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다. 그러나 이는 결과발생으로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사후적으로 특정된 것이지, 

인식내용에 따른 (행위시의) 특정은 아니다. 이는 일종의 사후적인 특정이다. 즉 

행위시에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했던 대상은 불특정인인데, 그후 A가 탄환에 맞

았다면 그 결과로부터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 던 대상은 A라고 특정하는 

것이다. A가 탄환에 맞은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총을 설치할 때 행위자가 살해

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A 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사례에서 행위자가 특정인 

A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의 의미를 ‘살해하려고 의도하

는 객체에 대한 특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탄환에 맞지 아니한 객

체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만약 아무

도 그 탄환에 맞지 않았다면 행위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

도하지 않은 것이 되고,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살인미수죄의 

성립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

를 실제로는 살해하려고 의도한 객체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그 사람에 대하여도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도 

행위당시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했던 사람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8) Puppe, GA 198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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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의 요건으로서 객체의 특정여부

이렇게 본다면 행위시 살해하려는 객체가 불특정인 경우 그후에 발생한 사정

에 의하여 행위시에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한 객체 그 자체까지 특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고의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요구되는 시점인 행위시에 있어서의 행위자의 의사내용이다.19) 행위시는 

위 사례에서 총을 설치할 때이다.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하는 객체는 이 행위시점

에서는 불특정인 것이다. 불특정이라고 함은 A에 대해서도 고의가 성립할 수 있

고 그밖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행위자

가 (예컨대 방법의 착오에서) 과연 누구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인가 하는 문제

는 고의의 인정시점인 “행위시에” 행위자가 누구를 살해하려고 했는가이다.20) 이 

문제는 행위 이후에 누구에게 결과가 발생하 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 행위자가 ‘A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행

위자가 살해하려고 한 대상은 행위시에는 불특정인이었는데 거기에 A가 포함되

기 때문에― 표현을 그와 같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사례에서 그 탄환에 맞

는 사람이 결국 A라고 결정되더라도, 행위자는 행위 당시에는 불특정인을 살해

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즉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있어

서는 불특정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행위시에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자체

는 그후에 A가 탄환에 맞았어도 변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살해하는 객체에 관

한 행위시의 인식으로 본다면,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특정인이다. 이와 같이 행위시에 객체가 불특정인 경우에도 

고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4. 개괄적 고의와 방법의 착오

이와 같이 ‘이 탄환에 맞는 사람’만으로는 행위자가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행위자는 이 경우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

도한 것이다.21) 그런데 행위자가 불특정의 객체를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객체를 전혀 특정하지 않는 고의는 있을 수 없다는 취

19) Otto, AT, 7.Aufl., 2004, § 7 Rn.5f.; Haft, AT, S.155.
20) Tröndle/Fischer, StGB, 52.Aufl., 2004, § 15 Rn.4.
21)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오 근, 형법총론, 제3판, 2004, 271면. 또

한 이재상, 형법총론, 169면; 임웅, 형법총론,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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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견해가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 택일적 고의의 경우에도 객체가 구체화된 것

은 분명하다고 한다.22) 불확정고의로서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도 수 개의 행위객

체가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23) 그리하여 행위자가 행위시에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한 경우에도, 특정인 A는 아닐지라도 행위의 객체는 행

위시에 넓은 범위에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폭탄의 작용을 받는 사람’을 

살해하려 생각한 경우에도 특정인 A는 아니지만 어쨌든 객체의 특정이 있는 것

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 경우에는 방법의 착오에서와 달리 행위자에 의한 객

체의 특정이 의미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돗물에 독을 타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대기권에 세균을 살포하

거나 인공위성에서 전 지구를 향하여 레이저공격을 하는 경우까지 이야기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불특정인을 공격하려고 의도하는 경우와 복수이지만 특정인

들만을 공격하려고 의도하는 경우가 있다. ①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

소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둔 경우에는, 행위자는 폭탄을 설치하는 시점에 ‘폭발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 후에 발생하는 사

정에 의해서 어느 객체가 그에 해당될지 결정될 것이므로, 행위시점에서는 특정

인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폭발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

각했어도, 행위자는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객체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 객체가 살해되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을 뿐이지, 살해하려

고 의도하는 객체는 불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와 같이 행위자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보면, 어떠한 객체에 관하여도 행위자가 행위시에 살해하

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결국 행위자가 그러한 형태로 어

느 객체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택일적으로 살해하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

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방법의 착오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다음으로 

군중을 향하여 수류탄을 던지는 경우, 행위자는 ‘저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생각

한다. 여기에서는 감각적인 인식에 의하여 ‘그 사람’이라는 표상이 통용되고 있

22) 문채규, 전게논문, 132면.
23) 신동운, 형법총론, 160면.
24)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 객체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Loewenheim, “Error in objecto und 

aberratio ictus,” JuS 1966, 313; Puppe, GA 198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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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자는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 감각적으로 인식한 ‘저 사람들’만을 살

해하려고 의도했다고 사료된다. 그리하여 ‘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면, 

행위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해하려고 의도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해되면, 행위자는 살해하려고 의도

하지 않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행위자가 ‘저 사람들’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으므로, ‘저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방법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25)

Ⅳ. 특정인만을 공격할 의사

1. 추상적 고찰방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써 살해할 객체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어떠

할까? 예컨대 행위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A를 보고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 위

하여 발포하는 경우이다. 행위자는 특정인 즉 A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 다. 그

러나 이 경우와 같이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 다면, 행위자는 ‘이 탄환에 맞

는 사람’을 살해하려고도 동시에 의도하는 것이다.26) 이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위

에서 검토한 무차별 테러사례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해할 객체는 ‘이 탄환

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떠한 사람도 행위자의 인식 속

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행위자는 언제나 자신의 침해행위의 작용범위 내에 있

는 객체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침해되는 객체가 비록 하나라고 하더

라도 그것은 행위자의 인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행위의 작용시에 자신의 침해행위의 작용범위 내에 있는 객체

는 행위의 작용이 있기 이전에는 즉 행위시점에서는 아직은 특정인이 아니다. 그

러므로 이 부분만을 추출하여 고려한다면 실제로 침해된 객체도 행위자가 공격

하려고 의도한 객체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치설은 A를 살해하려

고 발포하 는데 옆에 있던 B에게 명중한 전형적인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행

위자는 살해하려고 의도했던 그 사람을 살해하 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25) Vgl. Backmann, “Die Rechtsfolgen der aberratio ictus,” JuS 1971, 118.
26) Vgl. Gropp, “Der Zufall als Merkmal der aberratio ictus,” FS-Lenckner, 1998,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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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고찰방식

(1) 일반적인 고의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는 결론이 된다.27) 행위의 작용시에 자신의 침해행위의 작용범위 내에 있는 객체

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써 침해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행위자가 행위시에 누구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는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특정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법의 착오

는 행위자가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 고 실제로 그 아닌 다른 사람에 대

하여는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옆에 있는 B에 대하

여는 행위자가 미필적으로도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음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인만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고의의 인정여부

에 중요하지 않다.28) 그러나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29) 행위의 작용시 자신의 침해행위의 작

용범위에 있는 객체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행위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

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행위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해를 의도한 것이다. 이

와 같이 살해하려는 객체를 특정하지 않는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인만을 살해하

려고 의도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행위의 작용시에 자신의 침해행

위의 작용범위에 있는 객체를 살해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행

위자가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그가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 다면 행위자는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30) 물론 사람 일반에 대한 고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고의를 가

27) Gropp, FS-Lenckner, S.61.
28) Puppe, GA 1981, 12는 개괄적 고의와 특정된 고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는 ―개괄적인 고의가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계획을 일정한 객체

에 제한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초지울 수 없다고 한다. 같은 취지로는 

Loewenheim, JuS 1966, 314. 또한 Rudolphi, ZStW  86(1974), 96f.는 행위자의 동기가 

일정한 종류의 객체 무엇인가를 침해하려고 그가 어떤 특정한 객체를 침해하 다면 

구체적 고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그 종류에 속하는 객체를 침해하려는 고의

와 다르게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29) Backmann, JuS 1971, 118. Puppe, GA 1981, 8도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화를 고의구체

화의 형태로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30) Puppe, GA 1981, 3 스스로도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행위자는 침해된 객체를 공격하

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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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아니하고 자기행위의 객체는 엄격하게 특정한 사람인 경우가 있다.31) 이때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설사 결과가 발생하 더라

도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구체화된 고의

살해의 고의는 살해행위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조문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고, 그 이상은 요

구하지 아니한다.32) 행위자가 객체를 얼마나 개별화했는지의 정도에 관하여는 이

야기하고 있지 않다.33) 즉 법률에 의해서도 구체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에 관하여 종류고의로 충분하다고 하여, 행위자에게 항상 

일반적인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려는 것이다.34) 그러나 총알이 빗나간 경우 행위

자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는 ―비록 그것

이 고의의 인정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도한 객체에만 고의를 구체

화시켰다. 이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된 고의는 단순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고의와

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눈앞에 있는 A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행위자

에 대하여 그가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보는 것은 고의의 구체

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행위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 고의를 전제하는 

것이다.35) 물론 구체화된 고의 속에는 일반적 고의가 형식논리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36)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고의가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느냐 하는 착

오의 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이 인식한 바를 실현했

는가 못했는가 여부는 사실상 존재하는 그의 구체적 인식에 의하여 결정된다.37) 

31) Bemmann, “Zum Fall Rose-Rosahl,” MDR 1958, 818; Wessels/Beulke, AT, 33.Aufl., 
2003, Rn.253. Vgl. auch Loewenheim, JuS 1966, 314.

32) Baumann/Weber/Mitsch, AT, 11.Aufl., 2003, § 21 Rn.11; Roxin, AT I, § 23 Rn.26; 
Maurach/Zipf, AT I, 8.Aufl., 1992, § 23 Rn.26.

33) Puppe, Vorsatz und Zurechnung, 1992, S.11.
34) Vgl. Kuhlen, Die Unterscheidung von vorsatzausschließendem und nichtvorsatz-

ausschließendem Irrtum, 1987, S.491ff.; AK-Zielinski, 1990, §§ 15, 16 Rn.64; Puppe, 
AT, 2002, S.371. 또한 대체적으로 Schroth, Vorsatz und Irrtum, 1998, S.106.

35) Kühl, AT, 4.Aufl., 2002, § 13 Rn.33; MK-Joecks, 2003, § 16 Rn.65.
36) Vgl. Puppe, Vorsatz und Zurechnung, S.11.
37) Vgl. MK-Joecks, § 16 Rn.65; Eser/Burkhardt, Strafrecht I, 4.Aufl., 1992, Nr.9 A20; 

Schlehofer, Vorsatz und Tatabweichung, 1996, S.173; Streng, “Die Strafbarkeit des 
Anstifters bei error in persona des Täters,” JuS 1991,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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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느냐는 문제에 관하여는 구체화된 고의가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구체화된 고의이기 때문이다. 법정

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고의는 항상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것이지 추상적 논리적

인 개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38) 살해의사와 행위는 A에

게 향한 것이고 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를 살

해하려는 일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사는 행

위자에게 없기 때문이다.39) 이와 같이 행위자가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40)

(3) 일반적인 고의와 구체적인 고의의 의미론적 관계

이러한 논의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살해하려는 객체를 전혀 특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무릇 

사람’, ‘그냥 사람’을 살해한다는 표상이 있으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41)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예컨대 행위자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한 경우에 누

구에 대하여도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각하고 행위자가 그밖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에서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해당 포함되는) 특정인 A만을 살

해하려고 생각한 경우에서의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의 의미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전자의 경우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은 ‘무릇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무릇 사람’이란 개념상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불특정인을 말한다. 그러나 특정

인만을 살해하려고 한 후자의 경우에 형식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은 불특정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불특정인을 살해한다

는 의미내용과 특정인만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8) SK-Rudolphi, 7.Aufl., 2002, § 16 Rn.33.
39) MK-Joecks, § 16 Rn.65; SK-Rudolphi, § 16 Rn.33.
40) Bottke, “Anmerkungen zu Puppe, Zur Revision der Lehre von konkretem Vorsatz und 

der aberratio ictus, GA 1981, 1,” JA 1981, 346; Hettinger, “Die Bewertung der 
aberratio ictus beim Alleintäter,” GA 1990, 531; Hruschka, “Der Standardfall der 
aberratio ictus und verwandte Konstellationen,” JZ 1991, 488; Köhler, “Der Begriff 
der Zurechnung,” FS-Hirsch, 1999, S.80;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S.313f.

41) 여기서 ‘무릇 사람’을 살해하는 의사는 불특정인을 살해할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의

사는 특정인을 살해할 의사와 함께 “사람을 살해할 의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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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행위자에게는 A 이외의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에 관하여도 미필적 

인식이 있다.42) 개념상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따라서 A 이외의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와 같은 미필적 인식이 없이 행위자가 ‘이 탄환에 맞

는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에는 전자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이

다.43)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후자의 경우에 그에 더하여 행위자가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행

위자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에 의해, 누구에 대하

여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필요최저조건은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표상이 있는 이상, 그에 더하여 행위자가 특

정인을 살해한다고 생각하여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방법의 착

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보면 행위자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표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불특정인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과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은 

양립할 수 없으며, 행위자가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을 때에는 불특

정인 즉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

람을 살해한다는 표상이 있으면 누구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근거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사람을 살해한 

것이므로 B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살해하려는 객체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될 수 없

다.44) 반면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45) 고의성립이라는 문맥에서

42) Backmann, JuS 1971, 118.
43) 이를 Bemmann, MDR 1958, 819은 어느 일정한 대상에만 작용을 미치려는 고의는 같

은 작용을 다른 대상에 야기하려는 고의를 필연적으로 배제한다고 표현한다. Vgl. 
auch Rudolphi, ZStW  86(1974), 96.

44) Wessels/Beulke, AT, Rn.253.
45)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0판, 2004, 230면; 배종대, 형법총론, 237면. 그리

고 Jescheck/Weigend, AT, S.313f.도 고의는 추상적인 일정한 객체종류에 관한 것으로

는 충분치 않고, 행위자가 특정의 공격객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한 SK-Rudolphi, § 15 Rn.33; Toepel, “Error in persona vel objecto und aber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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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당하지 아니하다.46) 즉 문제는 행위자가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지, 구체적인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인정되

지 않는 것은 아니다.47)

3. 특정인만을 살해할 의사가 있는 경우

(1) 객체특정의 태양

어떠한 경우에 행위자가 위와 같이 특정한 사람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인

가? 특정인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특정인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데, 특정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에 관하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48) 하나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객관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관념

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이다. 외부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어느 특정인이 관념으

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는 특정인이 외부세계에 존재한다

는 것과는 다른 태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특정인도 

이러한 태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에 관하여 그 동일성

의 관념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동일성의 관념이라는 태양으로도 또한 존

재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자가 특정인을 표상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 태양에 상응하여 생각

되어 질 것이다.49) 외부세계의 사물을 표상할 때 우선은 감각에 의한다. 그리하

여 행위자는 감각에 의하여 인지(sinnliche Wahrnehmung)한 외부세계의 특정인을 

표상할 수 있다.50) 또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은 관념의 상기에 

ictus,”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1994, S.421f.
46) LK-Schroeder, § 16 Rn.9도 고의의 구체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정

객체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Bemmann, MDR 1958, 
818; Wessels/Beulke, AT, Rn.238, 253 등.

47)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2004, 134면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Hillenkamp, Die Bedeutung von Vorsatzkonkretisierung bei abweichendem Tatverlauf, 
1971, S.88.

48) Herzberg, JA 1981, 473.
49) Herzberg, JA 1981, 473. 이에 관하여는 또한 권오걸, “사실의 착오와 한계사례”, 비
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2000, 37면; 정성근, “방법의 착오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성균관법학 제13권 제1호, 2001, 9면 참조.

50) Roxin, AT I, § 12 Rn.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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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이는 행위자가 그것에 관하여 알고 있을 때 행위자가 그것에 관하여 가

지고 있는 동일성의 관념(Identitätsvorstellung)을 상기함으로써 그에 해당되는 특

정인을 표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51)

(2) 감각적 인지에 의한 객체의 특정(지각을 수반한 유형)

1) 감각적 인식 자체 + 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추측

행위자가 감각에 의하여 인지한 외부세계의 특정인을 표상하여 그 객체를 살

해한다고 생각하 다면, 행위자는 감각적으로 인식한 외부세계의 그 객체를 살해

하려고 의도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눈앞의 ‘그 사람’을 다른 누구로 

착각하여 살해한 전형적인 객체의 착오 사례에서도, 행위자는 ‘그 사람’이라는 

형태로 감각에 의하여 인식한 그 객체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52) 

따라서 행위자는 살해하려고 의도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감각적 인지에 의하여 객체를 표상한다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객체 

그 자체를 감각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살해하려 했던 상대방이 

도주하여 이를 추격하다 잠깐 놓친 뒤에 그가 자동차안에 숨었다고 생각하여 총

을 발사하 는데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53) 행위자가 자동차에 누군가가 숨어있다

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그를 사살하 다면 행위자는 그 사람을 살해하려

고 의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그 사람을 살해한 것이므로 객체

의 착오가 된다. 이 경우 설사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 자체는 감각적으로 인지하

지 못하고 사격하 어도, 행위자가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

다는 점은 변하지 아니한다.54) 행위자가 도주한 상대방이 커튼 뒤에 숨었다고 생

각하여 커튼을 향하여 사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감각적인 인지에 의하여 외부세계의 객체를 표상한다는 

것은 행위자 자신의 추측을 포함한다.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을 객체(예컨대 사람)

로 인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추측에 의거하는 것이다. 감각적인 인지 그 자체는 

외부세계의 대상을 그때 그 장소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때 거기에 사람이 있다

51) Herzberg, JA 1981, 473에 의하면 감각적 인지가 아닌 경우 관념적인 동일성의 표상

만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의도한 객체가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
52) Jescheck/Weigend, AT, S.313.
53) Vgl. Herzberg, JA 1981, 474; Janiszewski, MDR 1985, 539; Prittwitz, “Zur 

Diskrepanz zwischen Tatgeschehen und Tätervorstellung,” GA 1983, 132.
54) Herzberg, JA 1981,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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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측이 더해져서 행위자는 그 사람을 표상할 수 있다. 결국 감각적인 인식은 

감각적인 인식 그 자체와 그러한 인식의 대상에 대해 그때 거기에 객체가 있다

는 추측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객체 자체를 감각적으로 인식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감각적인 인식에 의하여 그 객체를 표상하는 것은 가

능하다. 자동차를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그때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추측하 다면 

자동차 창문으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표상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위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에 있는 

객체를 살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객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표상하는 

경우에 준하여― 그 객체를 살해하려고 의도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5)

2) 전화사례

행위자의 착오가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고 있는 소위 전화사례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갑이 A를 협박할 의사로 A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 고장으로 B의 집에 

연결되어 B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은 상대방이 A라고 생각하여 협박의 말을 한 

경우이다. 예컨대 갑이 A의 집으로 가서 협박을 하려고 택시운전사에게 A집으로 

가자고 말하 으나 운전사의 잘못으로 B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던 바 B가 문 쪽

으로 오므로, 갑은 상대방이 A라고 생각하여 협박의 말을 한 경우에 갑은 B를 

보고서 ‘그 사람’을 협박한다고 생각하 으므로 갑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가 된다. 

설사 갑이 이 경우 그때 집안에 있던 B 자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혹은 택시로 가느니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거

기에 사람이 있다고 추측하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 혹은 수화기를 매

개로 협박하려고 생각한 경우에는, 그때 거기에 있는 B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준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56)

55) 물론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외부세계의 객체는 반드시 실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안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발사한 경우에도 실

재하지 않는 사람을 감각적인 인식에 의하여 표상하여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56) 문채규, 전게논문, 141면. 또한 권오걸, 전게논문, 40면. 그리고 정성근, 전게논문, 16

면은 상대방이 전화수신자 이외의 사람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즉 수신인이 언제나 

한 사람이므로 객체의 착오가 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Backmann, JuS 1971, 109; 
Jakobs, AT, 2.Aufl., 1991, 8/81; Jescheck/Weigend, AT, S.311ff.; Prittwitz, GA 1983, 
134; Roxin, “Rose-Rosahl redivivus,” FS-Spendel, 1992, S.295; LK-Schroeder, 11.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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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의 사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문밖에서 사살한 경우나 전화

기 고장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나 모두 행위자가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으로 인식한 그 객체를 공격하 다고 볼 수 있다.57)

(3) 동일성의 관념에 의한 객체의 특정(지각을 수반하지 않는 유형)

그런데 외부세계의 어느 특정인을 감각적으로는 인식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 객체를 표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도 행위자가 그 동일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상기함으로써 그 특정인을 표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

위자가 일정한 동일성을 상기한 경우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표상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일성이라 함은 반드시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동일

성을 갖는 복수의 객체에 동일한 이름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객체의 동일성을 

생각하는 경우에 그 객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으며 이름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특정인의 동일성을 상기할 때 누구를 표

상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행위자가 갖고 있는 동일성관념의 본질적인 구성요소

로부터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갑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여도 그 이름이 

행위자가 상기한 동일성관념에서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이름이 

갑이 아니라면 행위자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 해당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갑이

라는 이름이 그때 그가 상기한 동일성관념의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58) 

거꾸로 과거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행위자가 

상기한 동일성에서 본질적이라면, 행위자는 그 동일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지 

이름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행위자가 상기하는 동일성관념은 행

위자가 주관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므로, 당해 동일성관념에서 무엇이 본질적인가 

여부도 행위자가 그것을 무엇으로 형성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행위자가 자신이 

1994, § 16 Rn.13; Stratenwerth, “Objektsirrtum und Tatbeteiligung,” FS-Baumann, 
1992, S.61. 결론에 있어서는 Janiszewski, MDR 1985, 538도 같다. 그러나 다른 결론

은 김 환, 전게논문, 형사판례연구 1, 37면; 독일에서는 Baumann/Weber/Mitsch, AT, 
§ 21 Rn.13; Herzberg, JA 1981, 474f.; Roxin, AT I, § 21 Rn.13.

57) 문채규, 상게논문, 141면 참조.
58) 그러나 이는 이름이 갑이 아니라면 행위자는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Vgl.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8.Aufl., 1911,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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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특정인의 동일성을 상기함으로써 그 객체를 표상하는 경우, 여기에

서 동일성관념이라는 형태로 생각한 것이 누구인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

지 않으면 안 된다.

4. 특정인만을 살해할 의사와 형법규범

행위자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한 때에는,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

을 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위자가 감각적인 인식 혹은 관념적인 상

기의 형태로 표상한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와 같이 

행위자가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때에는, 그 사람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즉 그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이외의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살

해하여, 결과적으로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것이 바로 방법의 착오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에 대한 형법규범(행위규범)을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는 일반적 규범(명제)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고의귀속에는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한 

속성의 인식 내지 종류고의로 족하며,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는 구성요건 외

의 속성에 관한 착오이며 중요하지 않게 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

해한 자는…”에서의 사람을 행위자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이라고 한정해야 할 필

연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문제의 요점은 그러한 구성요건

에 내재하는 규범의 형식논리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입법

기술적으로는 추상적인 규범명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있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구체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립되었다고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59) 구성요건은 일정한 추상화를 수반하게 되며, 극도의 개별화는 

또한 좋은 방책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 행위자의 구체적 의사를 사

상하고 범죄의 성부가 결정되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사

람은 스스로 놓여진 구체적 행위상황과의 관계에서만 규범에 직면한다고 사료된

다.60) 실제사례에 있어서는 단지 추상적으로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59) 신양균, 전게논문, 142-143면.
60) 구체적 부합설의 기초는 소박한 원시적인 인식론이며, 규범적 평가를 가하지 않은 자

연적 관찰에 따라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조병선, 전게논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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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실제로 살해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살인죄가 고려되

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한 그 객체를 살해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

여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다.61)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행위시에는 다른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했었다면 

본 사례에서의 실현사실과 그가 행하려고 의도하 던 사실은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양자가 형법상으로 별개의 사실로 취급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의 문제는 행위시에 행위자

가 행하려고 의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62) 그러므로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해한 경우, 행위

시에 그가 행하려고 의도했던 것에 대하여는 살인죄 규범의 문제가 부여되고 있

어 살인죄의 죄책(미수)이 인정되고, 행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당해 실현사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

다.63) 결국 이는 행위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행위자가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자동차 폭탄사례 ― 행위자가 의도한 공격객체의 실제적 판단

행위자의 착오가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 

한계사례로서 자동차 폭탄사례가 가장 많이 논의된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

오의 구별은 결국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한 객체는 누구인가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그 판단과 근거가 수많은 논자마다 각양각색이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

별해야 하는 구체적 부합설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으며,64) 이 점

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법정적 부합설이 규범

판단을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 부합

설의 근본취지는 규범적 판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61) Grotendiek, Strafbarkeit des Täters in Fällen der aberratio ictus und des error in 

persona, 2000, S.109.
62) 김일수, 한국형법 I, 개정판, 1996, 405면; 권오걸, 전게논문, 31면, 52면.
63) Vgl. Baumann/Weber/Mitsch, AT, § 21 Rn.13; Jescheck/Weigend, AT, S.313; LK- 

Schroeder, § 16 R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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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적 부합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 폭탄사례] 갑이 사장 A를 살해하려고 A의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폭발

하도록 폭탄을 설치하 는데 A의 처 B가 그 차를 운전하려고 하여 폭발 사망하

다. 이 경우 B에 대하여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

(1) 객체의 착오라고 보는 입장

1) 차에 시동을 거는 사람

행위의 “개시시”에 갑이 인식한 객체(A)와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객체(B)가 

상이하므로 방법의 착오로 볼 수도 있으나, 행위가 객체에 작용하는 시점에서 고

찰해 볼 때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 는데 B 으므로 객체의 

착오라고 보는 견해이다.65) 행위자가 의도한 공격객체는 ‘차에 시동을 거는 사

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공격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

을 이행하는 사람이 공격의 객체라는 의미이다.66) 그러나 갑은 살해할 객체에 관

하여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외에 A라고 생각하 는데도, 이 

견해는 객체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독이 든 위스키

를 우송하여 A를 독살하려고 한 사례에서, ‘독이 든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에게 

고의가 인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사망하여도 방법의 착오는 아니라고 하

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A를 향해 발포하 으나 탄환이 B에게 명중한 

방법의 착오의 전형적 사례에서도 ‘탄환에 맞는 사람’이 특정의 기준이 되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67)

2)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 ― 폭발시 차에 있는 사람

전형적인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이 기준으로 하는 ‘그 사람’이라

는 것을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의 일종으로 생각하여68) 이를 중시하는 견해

가 있다. 그리하여 행위자는 ‘폭발시 그 차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폭

발시 그 차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과 장소

64) 조병선, 전게논문, 92면.
65) Jakobs, AT, 8/81; Prittwitz, GA 1983, 130; Stratenwerth, FS-Baumann, S.61; Toepel, 

“Aspekte der Rose-Rosahl-Problematik,” JA 1996, 89; Wessels/Beulke, AT, Rn.255.
66) Stratenwerth/Kuhlen, AT I, 5.Aufl., 2004, § 8 Rn.96.
67) Herzberg, JA 1981, 473.
68) Vgl. Puppe, GA 1981, 9; Geppert, Jura 199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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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특정’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9) 이 견해

에 따르면 ‘탄환도달시 거기에 있는 사람’ 내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 ‘그 사

람’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형적인 방법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70)

객체의 착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각적인 인식에 의한 특정’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우

에 따라서는 객체 그 자체의 감각적인 인식이 없어도, ‘행위시에 객체가 있는 장

소의 추측’은 그때 거기에 있는 ‘객체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위자가 가지는 표상은 외부세계의 객체를 감각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지,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이 중요하

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설사 일정한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시 객체의 장소와 폭발시 객체의 장소는 반드시 동일

하지는 않다. 즉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이라는 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때 거기에 있는 사람’과 ‘행위의 작용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즉 객체

의 착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설사 ‘시간과 장소에 의한 특정’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탄

환도달시 거기에 있는 사람’ 혹은 ‘폭발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3) 폭탄투척사례와의 균형 고려설

갑이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한 경우와 폭탄을 투척한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

는 견해도 있다. 갑이 눈앞의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수류탄을 던

졌는데, 그때 그 차에 있던 객체가 갑이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사례

에서는, 갑의 착오가 객체의 착오라는데 대하여 이론은 없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자동차 폭탄사례도 객체의 착오라고 보자는 것이다. 자동차에 있던 B가 살해

된 원인이, 갑이 폭탄을 A가 맞을 것을 생각하고 던졌든, A가 자동차 시동을 걸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했든 그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법적 평가를 달

리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71)

69) Puppe, GA 1981, 9f.
70) Herzberg, GA 1981, 472.
71) Roxin, AT I, § 12 Rn.177(그러나 Roxin, FS-Spendel, S.294f.에서는 방법의 착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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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살해하려고 했던 ‘그때 그 차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므로,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행위자가 생각하지 않은 사

람이었던 객체의 착오의 경우와 균형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살해하려

고 의도한 ‘폭발시 그 차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는, ‘탄환도달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경우

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폭탄을 투척하는 경우와 설치하는 경우의 균

형을 이유로 자동차 폭탄사례에서도 갑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고 생각된다.

 

(2) 방법의 착오라고 보는 입장

1) 관념적 동일성의 표상 기준설

갑이 B를 살해하려고 의도하 는가는 의문이라는 견해이다. 본 사례에서 갑은 

행위시 즉 폭탄설치시에 살해하려고 생각한 객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표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지는 특정인, 즉 A를 상기하

여 표상하고 있다. 즉 폭발의 피해자로서 갑의 관념적인 눈앞에 서있는 것은 A

이지, 그의 처 B는 아니라는 것이다.72) 이는 ‘폭발시 차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

려 했다고 보는 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폭발시 차에 있는 사람’은 폭발이 발생

하기 이전의 행위시점에서는 특정인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그는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즉 B를 포함한 ‘무릇 사

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이다.73) 이와 달리 갑이 A라는 동일성의 관념을 상

기하여 A를 표상하고 그 객체만을 살해하려고 생각한 본 사례는, ‘폭발시 그 차

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고 따라서 B를 포함하여 ‘무릇 사람’을 살해하려

고 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므로 본 사례는 갑이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해한 경우로서 방법의 착오라고 보게 된다.74)

2) 행위의 객체지향성의 예견 기준설

행위의 의사방향을 문제삼는 입장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는 특정한 객체로 향한 방향을 전제로 하고 

한다); Stratenwerth, FS-Baumann, S.59.
72) Herzberg, JA 1981, 473.
73) 문채규, 전게논문, 136면 참고.
74) Herzberg, JA 1981,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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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본 사례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시동을 거는 

사람은 A이며 따라서 A에게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갑은 자신의 행

위를 실행하 다. 그러므로 갑이 자신의 행위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견한 객체는 

A 다는 견해이다. 행위의 예견된 진행방향의 대상이 A라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착오는 그 구조와 성질 면에서 방법의 착오에 상응한다고 본다.75) 위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이 견해도 행위자가 단순히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사람’을 어쨌거나 

살해하겠다는 표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본 사례에서는 행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은 A다’라고 예견했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 입장은 행위의 방향성

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견해이다.76)

그러나 방법의 착오에서는 행위자가 A만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평가되는 

것이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은 A다’라는 것에 더하여, A 이외의 자는 폭발사

망하지 않는다는 예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은 

A라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 갑이 살해하려고 의도한 대상은 특정인 A만이었다

고 담보될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든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이 행위자의 인식 

의욕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경우만이 방법의 착오라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는 지적은77)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구별고찰설 ― 객체에 관한 정보확인 기준설

본 사례에서와 같이 행위(폭탄설치) 이후에 행위도구(시동 거는 사람)에 의해 

결과가 매개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하는 객체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행위를 조종하는 것이 보통이다. 행위의 조종과 효과발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객체에 관한 일정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들어맞지 않아, 그러

한 정보를 근거로 설정한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체를 침해하

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78) 이러한 사례를 개별화되지 않은 대상에서 결

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방법의 착오로 처리하는 입장이 있다(바로 

상기한 (2)의 견해).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례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

각된다.

75) 문채규, 전게논문, 138면.
76) 행위의 방향이라는 척도에 대한 비판으로는 조병선, 전게논문, 14면.
77) 배종대, 형법총론, 236면.
78) 이러한 서술은 문채규, 전게논문, 137면.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250∼284274

① 시동을 걸면 폭발하는 폭탄을 설치하면서 행위자는 의도한 객체(A) 이외의 

다른 사람이 폭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이다. 이때 행위자는 단순히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이 살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A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시동을 

건 사람은 B 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가 될 것이다. 즉 갑이 단지 ‘자동차에 시

동을 거는 사람은 A다’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객체의 착오라는 것이다.79) 

이는 A 이외의 다른 사람은 폭사하지 않는다는 예견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② 행위자가 더 나아가 A 아닌 다른 사람이 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

위객체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는 행위자가 사

태의 진행을 올바르게 예견하 는가 잘못 예견하 는가 여부가 중요하다.80) 아침

에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A이고 부인 B가 아니라는 것을 갑이 며칠 

간 관찰하여 확인하 다면, 갑은 지난 며칠 간 아침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한 사

람이 내일도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살해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

다. 그리하여 A 이외의 다른 사람은 폭사하지 않는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갑의 예견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방법의 착오가 될 것이다. A 이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전의 관찰에 기초하여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은 A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방법의 착오라는 것이다. ③ 행위자가 A 아닌 다른 사람이 사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컨대 그 집 가정부에게 아침에 누가 최초로 자동차

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아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81) (i) 그런데 가정부가 

A는 매우 엄한 사람이어서 다른 가족이 자동차를 타지 못한다고 허위의 정보를 

주었다. 실제로는 처 B가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 가기 위해 최초로 차를 사용하

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B가 폭사하 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잘못된 정보를 신

뢰하여 행위한 경우, 이는 행위자 스스로 관찰을 하여 매일 아침 어둑할 때 최초

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을 A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B 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갑은 과거에 아침마다 처음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날도 그 차를 

이용할 것이고 따라서 폭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 예견은 맞는 것이었다. 

갑은 단지 처 B를 A라고 착오한 것이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가 될 것이다. (ii) 

가정부가 아침마다 A가 최초로 차를 사용한다고 진실된 정보를 주었다. 폭탄설

79) Toepel, “Fälle zu error in persona und aberratio ictus,” JA 1997, 948.
80) Toepel, JA 1997, 948.
81) Toepel, JA 1997, 9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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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다음날 아침 갑자기 A가 심한 감기에 걸려 B가 약을 사러 약방에 가느라 차

를 사용하여 폭사하 다. 이와 같이 정보가 진실된 것이었다면, 이 경우는 행위

자 스스로 올바르게 관찰하여 과거 아침마다 처음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도 최초로 사용할 것이고 살해될 것이라고 또한 A이외의 다른 사람이 차를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갑의 예견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방

법의 착오가 될 것이다.82)

(4) 이러한 견해대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수의 입장은 시간과 공간에 의한 

특정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객체의 착오로 위치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특정은 지각적 인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과정에 의한 개별

화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하여 “행위자에 의한” 객체의 

구체화 내지 목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물론 행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실제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객체의 착오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더 상세히 보면 개개사례의 다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지는 않고, 따라서 각 견해의 원칙적인 판단기준과 구체적 해

결과의 대응관계는 상당히 엉크러져 있는 것같이 보여진다.83)

Ⅵ. 형수조카 가격사건 ― 방법의 착오의 병발사례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피고인은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로 내리쳐서 피를 흘리며 마

당에 쓰러진 형수와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을 다시 몽둥이로 내리쳐 

82) 이러한 결론은 객체의 착오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방법

의 착오는 실행의 착수 이후 내지는 최소한 실행행위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zum Unrecht,” in: Schünemann(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1984, S.123ff.)에 의하는 경우에도 비슷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행위시 즉 폭탄설치시 그 시점에서 보아 A가 자

동차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인가가 

결정될 것이다(vgl. Grotendiek, Strafbarkeit, S.105).
83) 예컨대 정성근, 전게논문, 16면은 복수의 객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을 경우에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아 방법의 착오를 인정한다. 
그런데 Haft, AT, S.154는 대체로 이러한 경우에 행위자가 구체화한 객체에 결과가 

발생할지 다른 객체가 침해될지를 지배하지 못한 때에는 객체의 착오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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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카가 사망하 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인 형수 등에 업혀 있

던 조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

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 모로 보나 원심

판결에 …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시하

다(대판 1984. 1. 24, 83도2813).

2. 침해객체의 처리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해결

본 판례의 사실관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많은 지적이 있었

다.84) 그리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사실관계의 경우의 수가 제시되기도 하 다.85) 

본 사안에서 판례가 침해객체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느냐(고의론) 혹은 방법의 착오로 처리하느냐

(착오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조카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

여 살인기수의 죄책을 인정했다는 견해가 있다.86) 형수가 등에 조카를 업고 있었

다면 피고인이 몽둥이를 휘두를 때 잘못하면 조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

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감수의사나 인용을 가

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조카에 대한 인

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판례에서 살인의 고의기수를 인정한 것은,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조

카에 대한 미필적 (혹은 직접적) 고의에 의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결과라고 본다.87) 무조건 착오론에 의거하여 고의기수범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 자

체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84) 허일태, “방법의 착오”, 한국판례형성의 제문제, 1988, 225면.
85) 김 환, 전게논문, 형사판례연구 1, 16면 이하.
86) 정 일, “방법의 착오”, 고시계 1997/3, 47면. 그리고 손동권, 형법총론, 개정판, 2004, 

121면도 본 사례는 방법의 착오가 아니라 조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

이 더욱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박상기, 형법총론, 132면에서는 조카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방법의 착오의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

고 있다.
87) 정 일, 상게논문,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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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해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견해는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결

과에 대하여 항상 과실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현실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발생

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미필적 내지는 직접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

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88) 그러나 이러한 타격의 착

오가 있더라도 조카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 성

립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논리에 배치되거나 단순한 동어반복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 입각하여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 보면, 판례는 조카에 대한 고의가 있

다고 보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사 조카에 대한 고의가 없이 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결국 조카에 대한 고

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89)

어쨌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견해가 피고인이 몽둥이로 형수를 

내리치고 이어서 넘어진 형수와 등에 업힌 조카를 내리친 행위를 하나의 살인행

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1가격과 제2가격을 분리하여 별개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독립된 두 개의 행위라고 보았다면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조카에 대한 살인기

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조카에 대

한 살인기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카에 대해서는 … 살인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건대…”라는 서술에서 피고인은 형수에 관한 살

인미수 부분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조카에 대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

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조카에 대해서는’ 이라는 

말이다. 양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판례

가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보았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상기 견해에 의하면 판례는 상상적 경

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이 본 사안을 하나의 행위로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88) 정 일, 상게논문, 48면.
89) 판례는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 일관되게 법정적 부합설을 채용하고 있다(대판 1958. 

12. 24, 4291형상340; 대판 1975. 4. 22, 75도727; 대판 1987. 10. 26, 87도17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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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의 착오에 의한 해결

1) 방법의 착오의 전형사례 ― 형수에 대한 두 개의 살해행위

다른 모든 문헌은 본 사안을 방법의 착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로 취급하고 

있다. 방법의 착오의 전형사례란 행위자가 의도한 본래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

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

서는 제1가격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에 맞아 결과(상해의 결과 혹은 살

인미수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안을 방법의 착오의 전형사례로 

보면, 형수에 대한 제1가격과 이어서 넘어진 형수와 조카에 대한 제2가격을 분리

하여 두 개의 별도의 행위로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형수에 대한 제

1가격에 대하여는 착오가 없는 단순한 살인미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형수와 조카

에 대한 제2가격에 방법의 착오가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대립하게 된다. 결국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형수에 대하여는 살인미수가 인정되고 조카에 대하여는 살인기수가 인정되며, 양

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형수에 

대하여는 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의 실체적 경합범

이 될 것이고, 조카에 대하여는 과실치사가 인정될 것이다.

2) 방법의 착오의 병발사례 ― 형수에 대한 하나의 살해행위

본 사안을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VI. 2. (1)) 혹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VI. 2. (2) 1))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입장이 나뉘어 있다. 본 사안을 방법의 착

오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제2가격은 살의를 가진 제1가격에 의하여 피를 흘리며 

고꾸라진 형수를 다시 몽둥이로 내리치는 행위인데, 이것이 조카에게 잘못 맞아 

조카가 사망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피고인의 제2가격은 조카에 대하여는 전혀 

살해의 고의가 없고, 오로지 형수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형수를 향하여 가

격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형수만을 살해하려는 제2가격과 형수를 살해하려고 했

던 제1가격은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상술

한 제2가격에 조카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조차, 제2가격과 제1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고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2가격을 형수만

을 향한 살해행위로 파악하는 방법의 착오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나의 행위로 파

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형수에 대한 두 번의 연이은 가격을 하

나의 살해행위로 보면, 본 사안은 방법의 착오의 전형사례가 아니라, 병발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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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90) 본래 의도한 객체에 결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객체

에게도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 사안을 방법의 착오 사례로 본다면 중시해

야 할 점은 원래 의도했던 객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방법의 착오의 병발사례 처리

(1) 학설 ― 일고의설

본 사안을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라고 보면, 피고인은 형수(갑)를 살

해하려다 상처를 입히고 조카(을)를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병발사

례 유형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정적 부합설 내에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제1

설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91) 다

만 하나의 살인고의가 두 개의 살인고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수고

의설). 제2설은 갑에 대한 과실치상과 을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

한다. 갑에 대한 고의가 어째서 과실로 바뀌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제3설은 

의도한 객체인 갑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경우 착오의 문제는 아

니며, 따라서 착오론을 전개할 여지가 없고 그리하여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가 된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구체적 부합설과 같은 결론이 되고 따

라서 더 이상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제4설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는 을에 대한 살인기수에 흡수되어, 결국 을에 대한 하나의 

고의살인기수만 인정한다(일고의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이 대부분 이

러한 태도를 취한다.92) 1인을 살해할 의사밖에 없었는데 복수의 고의살인죄를 인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일고의설은 고의의 개수를 염두

에 두고 1인을 살해할 의사로 복수의 객체를 침해한 경우에, 하나의 고의범만 인

정된다고 하여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범이 성립되는 개수를 한정하려고 한

다. 일고의설에 대하여는 갑에게 아무런 상처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나 갑에게 

상처를 발생시킨 경우나 모두 을에 대한 살인기수만 인정되어 부당하다는 지적

90) 본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병발사례라고 보여지며, 아니면 적어도 전형사례라기보다

는 병발사례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91) 조병선, “착오론의 재검토 및 고의로의 결과귀속이론”, 차용석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39면.
92) 이재상, 형법총론, 176면; 임웅, 형법총론, 162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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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특히 갑이 상해를 입은 경우 외관상으로도 일신전속적 법익에 대한 중

대한 침해가 야기된 경우인데, 그에 대한 공격행위와 법익침해의 결과를 단순히 

묵살하고 을에 대한 살인기수만 인정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93)

(2) 판례 ― 수고의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본건에서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

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을에 대하여 원래부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를 인정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인지 논란

이 있었다. 만약 본 사안이 방법의 착오를 인정하 다고 전제할 경우, 전형사례

라면 실체적 경합이 인정되고 병발사례라면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이 방법의 착오의 병발사례에 해당한다면, 우리 판례는 그 처리에 있어서 제

1설 수고의설을 취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법정적 부합설 중에서 일고의

설을 취하는 학설의 태도와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두 개의 고의범의 성립을 인

정하는 이른바 수고의설을 채용하는 주목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고의설은 고의의 개수를 문제삼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발생결과에 대해 고의범(기수 내지 미수)의 성립을 인

정하게 된다. 결국 고의의 개수는 고의의 성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 

되며, 양형에서 고려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Ⅶ. 맺으며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객체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했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적 부합설로부터 행위자의 착오가 객체의 착오

인지 방법의 착오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에 관하여 극히 일단을 논의해 보

았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총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자는 적어도 ‘이 탄환에 맞는 사

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위

9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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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고의가 인정되는 시점, 즉 행위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에 의하여, 그것

이 누구인가가 특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시점인 행위시에는 과연 누구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물론 행

위자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시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행위시에 행위자가 누구를 살해하려고 

의도했는가는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후에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예컨대 A가) 탄환에 맞았다고 하여, 행위자가 행위시에 살해하려고 의

도했던 것이 그 사람만(즉 A만)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실제

로 문자 그대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라면, 이는 불특정

인 즉 ‘무릇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행위자

가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행위자가 어느 특

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여 총을 발사한 경우에도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생각이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특정인만을 살

해하려고 생각한 이 경우에 논리적으로 포함되는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

한다는 것과, 행위자가 실제로 단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생각한 

경우에 있어서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내용을 가

진다고 할 수는 없다. (후자의) 불특정인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과 (전자의)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생각에 불특정인 즉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미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개괄적 고의의 경우에도 행위자가 불특정

인을 공격하려고 의도한 경우와 복수이지만 특정인들만을 공격하려고 의도한 경

우를 구별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방법의 착오

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되지 아니한다. 전자의 개괄적 고의의 경우와 같이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사가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되지만, 행위자가 특정인

만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무릇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문헌상으로 외부세계의 특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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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으로 인식하여 그를 살해하려고 표상하는 경우와 행위자가 가지는 정신적 

동일성의 관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상기하여 그를 살해하려고 표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로 행위자가 어느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한 경우

에는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등가치설에서와 같이 행위자가 ‘이 탄환에 

맞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탄환에 맞았다는 것만으로, 

법정적 부합설에서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여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만으로

―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위자가 살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때에 방법의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에서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문제될 때에는 이와 같이 

특정인만을 살해하려고 의도했다는 행위자의 표상이 과연 실제에서도 문자 그대

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사람이 A라고 생각했는데 B 다라는 자동차 폭탄사례를 실례로써 

검토하여 보았다. 수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수는 객체의 착오

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방법의 착오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때 특정인만을 살해하기 위한 행위자의 정보

활동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행위자의 착오가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를 한계사례에서 구분하기

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당해 착오가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지 않

으면 그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위자가 공격하려고 의도했

던 객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

는 관점에서 그러한 문제의 일단만이라도 논구해 보려고 시도하 다.



2004. 9.]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283

〈Abstract〉

Konkretisierung des Handlungsobjekts und 

Zurechnung zum Vorsatz
― Theoretische Grundlage der aberratio ictus―

94)

Yong-Sik Lee
*

Nach der Gleichwertigkeitstheorie habe der Täter bei aberratio ictus das 

wirklich verletzte Objekt zu töten sich vorgestellt. Weil er auch einen Menschen 

zu töten sich vorgestellt und schließlich auch einen Menschen getötet habe, 

kenne er das wirklich verletzte Objekt der Gattung nach. Für den Vorsatz soll es 

ausreichen, dass der Täter das wirklich verletzte Objekt der tatbestandsmäßigen 

Gattung nach kennt.

Für den Vorsatz ist selbstverständlich diese Konkretisierung irrelevant. Wenn 

der Täter unbestimmt irgend einen Menschen töten will, ist der Tötungsvorsatz 

ohne weiteres zu bejahen. Aber bei aberratio ictus handelt es sich um Umstände 

der Wirklichkeit, die einem gesetzlichen Tatbestand subsumiert werden können. 

Bei konkreten Vorstellungen des Täters vom Handlungsobjekt kann nicht auf eine 

Gattungskenntnis ausgewichen werden.

Soweit ein Täter durch individuelle Merkmale konkretisiert, ist eine 

Fehleinschätzung möglich, wenn er bezüglich des Handlungsobjekts mindestens 

ein individuelles Merkmal annimmt. das nicht trifft. Nun die Konkretisierung auf 

ein Objekt, das in den Wirkungsbereich des Tatmittels geraten wird,  ist hier als 

Konkretisierung durch den Kausalverlauf subsidär. Und um nichts anderes als um 

eine Konkretisierung durch den Kausalverlauf handelt es sich bei der 

Konkretisierung auf ein Objekt, das den Zündschlüssel im Schloß drehen und 

den Mechanismus auslösen wird.  So gesehen bleibt nur die Konkretisierung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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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Nun gibt es aber auch noch die Möglichkeit der Konkretisierung auf den 

künftigen Autobenutzer . Stand nun zum Zeitpunkt der Installierung der Bombe 

fest, dass A den Wagen benutzen würde, so bedeutete die Konkretisierung auf A 

keine Fehleinschätzung. Wenn später B zum Opfer gefallen würde, liegt ein 

beachtliche aberratio ictus. Stand aber zu diesem Zeitpunkt fest, dass ein anderer 

Mensch als A den Wagen benutzen würde, so wäre die Vorstellung des Täters 

mit der unbeachtlichen Fehleinschätzung verbunden gewesen.

Aberratio ictus oder error in objecto hängt also davon ab, wann A als 

Autobenutzer ausgeschieden ist. In der Praxis kann zum Beispiel, wo A den 

Anschlag überlebt, dazu gehört werden, zu welchem Zeitpunkt er dem B den 

Wagen überlassen 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