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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형법적 취급*

ㅡ기수범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의 고의ㅡ 

1)

李 用 植**

Ⅰ. 서 론

A. 개념정의 

1. 제2행 의 시도 요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행 자가 결과야기를 하여 정한 복수의 행  

에서 일부의 행 밖에 실 하지 못하 는데 그로부터 기수결과가 발생한 경우이

다. 물론 그 행 와 결과 사이에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제되고 있다. 즉 제2행 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

는데 제1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사례로서,1) 행 자는 제1행 에 결과가 발생

된다는 인식이 없고 다시 제2행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안이다. 상 방을 살해

하려는 의사로 총을 겨 었는데 그것이 폭발하여 탄환이 발사되고 상 방이 사

망한 경우를 실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 자의 인식에 따르면 살해의 결

과를 실 하기 해서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는 행 가 필요하다. 즉 행 자가 결

과야기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한 행 를 부 행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정

보다 빨리 야기된 경우로서, 고의기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결과의 조기발

생 사례는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 자가 결과야기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

식한 행 를 부 실행하 는데 그 이 의 행 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도 존재한다. 를 들면 상 방을 망치로 구타하여 실신시킨 후 목을 매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보아 결과의 조기발생(구성요건의 조기실현, 기수의 조기실현, 

인과진행의 조기발생) 사례를 반전된 개괄적 고의사례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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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함으로써 자살로 장하 는데, 실제로는 구타에 의하여 이미 사망했던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후자의 경우, 즉 행 자가 계획한 복수의 행 를 모두 

시도하 는데 그 이 의 행 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결과의 조기발

생 사례라고 한정 으로 개념정의하는 입장도 있다.2) 그러나 결과를 인과 으로 

야기시킨 행 를 행한 후에, 인과 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행 를 했다는 것

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발생한 그 결과에 한 고의책임”의 

여부 자체가 향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3) 이와 같이 제2행 를 실제로 수

행했는가 어떤가가 단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의 조기발생 문제

로서 고찰의 상이 되는 사례는 와 같이 제2행 의 시도여부와 계없이 넓

은 범 의 것이다. 이 게 악하는 것이 일반 이라고 보여진다.4) 

2. 실행의 착수 제 여부

우리나라의 학설에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가 실행의 착수를 제로 하여 논

의가 개되고 있는가 비단계의 것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은 불명확하다. 

이와 련하여 제2행 에 해당하는 행 를 실행행 라고 보고, 제1행 를 비행

라고 하는 입장에 의하면,5) 오히려 비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로 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실행의 착수를 제로 하는 인과과정의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실

행행 와 고의와의 계에 하여 언 할 것까지도 없이, 행 자는 정한 것보

다 조기에 발생한 결과에 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입

장에 의하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일반 으로 비죄와 과실범의 상상  경

합(경우에 따라서는 결과  가 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6) 반면에 결과의 조기

 2) 김성룡, 결과의 조기발생사례의 실체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53면.
 3) 만약 제2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

생함은 물론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4) 교과서에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로 들고 있는 예로서 권총으로 내려친 다음 사살하

려고 하였는데 내려치는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져 사망한 경우(박상기, 형법총론, 제6
판, 2004, 14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2006, 188면), 구타하여 실신시킨 
다음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구타행위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박상기, 형법총론, 141면), 
격투 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격투 중에 사망한 경우(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8면) 
등은 제2행위가 행하여진 사례라고 볼 수 없다. 

 5) 김성룡, 전게논문, 63면.
 6) 만약 제2행위가 실제로 행하여진 사안이라면, 결과발생 후의 그 제2행위에 관해서는 

불능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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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사례에 하여 통설은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를 

발생시킨 제1행 에 실행착수의 인정이 제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 발생된 결

과에 하여 고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물론 통설의 입장에서도 구체  사안에 따라 제1행 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즉 비단계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 극소수설

과 결론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7) 그 다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실행의 착

수를 제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이 에, 즉 비단계에서 당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8) 

B. 기본  사례와 논 의 정리

(사례1) 갑은 기차여행 에 자신의 부인 을을 망치로 때려 실신시켜 항을 

못하게 하고 나서 달리는 열차에서 던져 살해하려고 계획하 다. 갑은 망치로 을

의 머리를 가격하여 실신시킨 후 달리는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데 을은 

갑의 망치가격으로 사망하 던 것이었다.9)

(사례2) 갑은 을을 목매달아 살해하려고 하 다. 을이 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하여 구타하 고 을은 바닥에 쓰러졌다. 실신했다고 생각한 갑은 을을 목매달

았다. 그런데 을은 이미 구타로 사망하 다.10) 

(사례3) 갑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취할 의도로 우선 폭행을 가하여 

실신시키고 재갈을 물리고 밧 로 사지를 묶어 항을 무력화한 다음에 자동차 

트 크에 태워 100km 떨어진 한 한 숲으로 운반하여 임장에 서명  한 후 

살해하려고 계획하 다. 목 지에 도착한 후 자동차 트 크를 열어 부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이미 부인은 사망한 상태 다.11)

 7)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9면은 이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8) 예컨대 권총으로 내리친 다음 사살하려고 하였는데 내리치는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져 

사살된 사례(박상기, 형법총론, 14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88면)에서 이것이 실
행의 착수가 전제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독일학설의 일반적인 입장도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Vgl. Roxin, AT I, 4. Aufl., 2006, §12 Rn. 182, 
184).

 9) 독일제국법원 1939년 1월 13일 판결(RG DStR 1939, 177): 김성돈, 형법총론, 2006, 
245-246면; 박상기, 형법총론, 141면;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보정, 2006, 166면; 오영
근, 형법총론, 보정판, 2005, 247면.

10) 독일연방대법원 1954년 5월 6일 판결(BGH GA 1955, 123). 
11) 독일연방대법원 2001년 12월 12일 판결(BGH NStZ  200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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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갑은 을을 구타하여 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주사기로 을의 팔에 공기

를 주입하여 살해하려고 하 다. 그런데 을은 구타에 의하여 사망하 다. 그런데 

공기가 정맥에 제 로 주사되었다고 해도, 그 양의 두 배를 주입해도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되었다.12)

이러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 하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단지 고의기수가 인정된다는 결론만이 간단히 언 되고 있을 뿐 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하여 제1행 시에 당해

결과에 한 고의를 부정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 논거와 비 을 가지고 주장되

어,13)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통설의 근거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

해 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통설이 무엇인가 논란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 에서 유용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이미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행 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 는데 제1행

에서 결과가 발생한 사례에서 문제되는 논 은 발생된 결과에 하여 “고의”“기

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주  귀속의 문제). 즉 객 으로 

귀속가능한 결과를 발생시킨 제1행 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아니면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가) 그리고 제1행 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나아가 그 고의가 기수죄의 고의로 평가되는가(그리하여 기수결과의 그 

고의에의 귀속이 인정되어 고의기수범이 성립되는가) 아니면 미수죄의 고의에 그

치는가(따라서 기수결과의 그 고의에의 귀속이 부정되어 고의미수범이 성립되는

가) 하는 고의의 내용 내지 결과의 고의에의 귀속이 한 문제되는 것이다. 결과

의 조기발생 사례의 이러한 두 가지 논 들은 범죄체계론 으로는 기수범의 주

 구성요건 내에서 검토되어진다. 

와 같이 볼 때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일반 으로 인과 계의 착오의 1사

례로서 취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 에 도 체 인과 계의 착오를 논하기 

한 제(실행행 와 고의)가 충족되어 있는가 하는 이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이

다. 본고는 이에 한 학설의 립을 좇아,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 한 단구

조를 이해해 보려고 조그마한 모색  시도를 하여 본 것이다. 인과 계의 착오론

은 그 자체 완 하게 충족되고 있는 객 면과 그 자체 완 하게 충족되고 있는 

12) 독일연방대법원 2002년 4월 10일 판결(BGH NStZ 2002, 475).
13) 김성룡, 전게논문, 4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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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면과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다.14) 객 면 는 주 면에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15), 이를 메워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Ⅱ. 고의 인정의 최소요건 ― 실행의 착수 

A. 고의와 실행행 의 계

살해의 범행결의를 가지고 행한 살인 비행 로부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

례에서 그 발생한 결과에 하여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에 하

여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가

에 하여 그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범행결의가 비단계에서는 

왜 고의라고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다면 여기에서 그 근거는 고의와 

실행행 가 어떠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에서 찾게 된다. 고의는 실행

행 시에 존재해야 한다16)(고의와 실행행 의 동시존재 원칙). 따라서 실행행

가 없으면 고의는 없는 것이다. 한 고의가 없으면 실행행 도 없는 것이다.17) 

그런데 실행행 는 구성요건실 을 직 으로 개시하는 행 가 있을 때 즉 실

행의 착수가 있을 때부터 인정된다. 행 자가 비단계에 있다면 실행행 가 인

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의는 실행의 착수 이후에

만 존재하는 것이다. 살해를 비하는 행 에 살해행 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단순한 살해 비행 는 살해행 가 아니다. 비단계의 행 가 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행 자의 표상과 의사에 따르면 

아직 직 으로 기수에 이르는 인과경과를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18), 형법

인 의미에서의 고의가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를 야기한 행 가 이

14) Frisch,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s, 1988, S. 603f.
15)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실행행위가 결여되거나, 기수고의가 결여되

어 (미수고의만) 있는 경우일 것이다. 
16) 신동운, 형법총론, 제2판, 2006, 216면.
17) Jäger, Anmerkung zum BGH v. 12. 2001 - 3 StR 303/01, JR  2002, 383, 385; 

Sowada, Der umgekehrte dolus generalis, Jura 2004, 817; Roxin, “Zur 
Erfolgszurechnung bei vorzeitig ausgelöstem Kausalverlauf”, GA  2003, 260f. 

18) Roxin, AT I, §12 Rn. 170; Stratenwerth/Kuhlen, AT  I, 5. Aufl., 2004, §8 Rn. 94; 
Kühl, AT, 5. Aufl., 2005, §13 Rn.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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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 는가 아닌가가 고의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기 이 되고 있다.19)20)

그런데 이 논 에 하여 국내의 통설과 독일의 례  다수설을 변하는 

Roxin의 논지를 ① 범행결심에서 계획된 비행 가 이미 피해자에 한 고도의 

험을 지니고 있는 행 라면 그 비행 로서 이미 고 귀속이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미수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없다, ② (사례3)과 (사례4)에서 독일연방 법

원이 자의 경우 고의를 부정하고 후자에서는 고의를 인정한 에 해 두 사

례에서 모두 사 의 폭력행 가 험한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인정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비행 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결

과가 발생하 다면 고의귀속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21) 

그러나 이는 Roxin의 견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 로부터 결과가 야기

된 경우에 그 결과에 하여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

라는 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사례3)과 (사례4)에서 두 폭력행 가 비행

로서 모두 험한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의 착수 여부가 달라지고 따라

서 고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진 것은 오히려 객  험성만을 기 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Roxin은 

이해하 다. 단지 비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고의가 부정되는 근거

로서 비행 가 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거는 그다지 하지는 못하다는 

설명일 뿐이다.22) 비행 가 동일하게 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행

19)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1999, 235면. Vgl. Jäger, JR 2002, 384; S/S-Cramer/Sternberg- 
Lieben, 27. Aufl., 2006, §15 Rn. 58; NK-Puppe, 2. Aufl., 2005, §15 Rn. 143; 
Tröndle/Fischer, 53. Aufl., 2006, §16 Rn. 7

20)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고의기수범이 인정되는가 하는 주
관적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범죄체계론적으로는 기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내에서 검
토되어 지게 된다. 그런데 고의인정의 최소요건으로서 실행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실
행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해결은 범
죄체계론적으로는 기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내에서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검토체계는 -일반적인 사례해결 방식의 체계
와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통상적인 것은 아니게 된다. 그러나 검토체계라는 것
이 당해사례의 특수한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결과
의 조기발생 사례라는 특수한 문제의 해결(기수인가 미수인가 아니면 예비인가) 에서 
이러한 체계적 검토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Jäger, AT, 2003, 
Rn. 74; Gaede, M ord ohne Leiche?, JuS 2002, 1061f.; Sowada, Jura 2004, 817.

21) 김성룡, 전게논문, 65-66면.
22) Roxin, GA  200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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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수가 부정되고 따라서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독일형법상 비는 불가벌인데 만약 비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된 경우

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를 Roxin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지 도 하고 있다.23) 그러나 이 한 Roxin의 견해를 오해한 것으로 보

인다. 결과가 비행 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고의가 부정되는 것 자체는 타당하

지만, 그 근거로서 비행 가 불가벌이기 때문이라는 논거는 그다지 하지 

못하다는 설명일 뿐이다.24) 불가벌이라는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벌인 미

수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는 결과

가 발생된 비행 만이 문제되는 경우이며, 이때 비행 가 불가벌이라는 은 

한 논거가 될 수는 없고 결국 비단계로서 실행행 가 아니라는 이 문제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B.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 

1. 실행착수 부정설 (고의부존재설) ― 극소수설

그 다면 제2행 에 의한 살해를 정하고 있는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제

1행 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제1행 가 살인의 비행 에 그친다면, 
비행 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행 자에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제1행 에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면, 제1행 에 하여는 상해치사죄가 성립되고 그리고 제2행 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에 하여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정되어 양자는 실체  경합으로 

처리될 것이다.25)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 가 인정되기 하여 고의에는 구성요건을 실 한다

는 인식이 필요하다. 컨  살인죄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실행행

의 효과로서’ 발생한다는 행 자의 인식이 요구되는데, (사례1)에서 망치로 구

타할 때에는 피해자를 기 시키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따라서 그것은 고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순한 범행계획에 불과하다고 보

는 것이다.26)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제1행 에 고의는 

23) 김성룡, 전게논문, 66면
24) Roxin, GA  2003, 260.
25) 김성룡, 전게논문, 76면. 독일에서는 Hruschka, Strafrecht nach logisch-analytischer 

Methode, 2. Aufl., 1988,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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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즉 행 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의미이다27)(고의부존재설). 이는 

자연  찰에 의하여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2개의 행 가 있으며(2행 설), 

고의의 내용도 각기 다르다고 보는 입장으로28) 형식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 비행 에서 결과

가 발생한 사례’에 지나지 않을 뿐 다른 특수성을 보이는 형상은 아닌 것이 된

다.

2. 실행착수 정가능설 (고의인정설) ― 통설

우리나라의 통설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고의기수범설을 취하므로 실행

의 착수는 일반 으로 정된다는 입장이다. 실행의 착수에 하여 재 거의 일

치된 지지를 받고 있는 주  객 설은 행 자의 주 면 특히 행 계획을 고려

하여 구성요건실 에 한 직  험을 단하여 실행의 착수시기를 결정한

다.29) 물론 구성요건실 의 직  험을 단할 수 있는 기 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행 계획이 어떠한 기 과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도 언

이 없다. 그 지만 이는 행 자의 계획이 그 로 진행되면 그 이외의 본질 인 

간행 가 개입되지 않아도 구성요건이 실 될 수 있는 행 에 착수하 는가 

하는 단으로서,30) 그 문제되는 행 부분이 구성요건의 실 과 시간 ․장소

으로 임박 내지 직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 요한 단기 이 될 것이다.31)

(사례1)에서는 구타행 와 투척행 가 시간 ․장소 으로 하다. 망치로 

구타하는 행 는 행 자의 계획에 의하면 살해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타

라는 제1행 는 투척에 의한 살해의 실행의 착수라고 평가된다. (사례2)에서 

항을 제압하는 행 는 행 자의 계획에 의하면 피해자에 한 살해를 가능  해

주는 것이므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여진다. (사례3)에서는 행 자의 표상

26) Hruschka, Strafrecht, S. 33ff.
27) 김성룡, 전게논문, 53면, 59면, 63면, 64면, 73면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제1행위가 

상해의 고의라고 단언적으로 전제한다. 이는 결론의 선취라고 보여진다. 
28) 김성룡, 상게논문, 52면.
2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2005, 359면 이하. 
30) 이재상, 형법총론, 362면.
31) Roxin, AT  II, 2003, §29 Rn. 139ff. 또한 한정환,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

수”,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147면 참조.



李 用 植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358～384366

에 의하면 방해받지 않고 행 를 계속할 때에 간행 의 개입없이 구성요건실

에 직  연결되거나 는 구성요건실 과 직 인 시간 ․장소  련에 놓

여있는가 하는 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는 제1행 와 제2행

 사이에 여러 간행 가 개입되어 있고, 시간 ․장소 으로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1행 는 강도행 라고는 할 수 있어도 살인의 실행행 는 아

니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갑에게는 강도치사가 성립될 것이다..32) (사례4)에서는 

피해자에게 주사하는 제2행 를 수행하기 해서는 그를 폭력에 의하여 무력화

하고 주사하게 된다. 폭행행 와 주사행 는 하나의 일체화된 행 를 이루어, 살

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시 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이다.33)

3. 비  검토 ㅡ 실행의 착수에 있어서 주  요소

(a) 체  행 계획의 고려

의 두 가지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하여 동일한 기 을 가지고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 하여는 일반 으로 (사례3을 제외하고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실행의 착수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 자의 주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에서는 으로 일치하나, 어떠한 주 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행의 착수시기에

서 고려되는 행 계획이란 구성요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 에서 실 할 

것인가, 상 방이 보일 반응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 상되는 상황과 문제 들

을 감안하고서라도 범행을 감행할 것인가 등 일체의 구상과 계획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행 계획의 고려를 통하여 비로소 어떠한 행

가 구성요건실 을 한 행 로 평가되어 치지워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

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제1행 를 이와 같은 행 계획(살해를 확실하게 하기 하

여 제1행 의 방법을 계획한 것)을 고려하여 단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일반 으

로 정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된다. 행 자의 행 계획을 고려할 

32) 강도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와같이 살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으로는 민
유숙,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형사재 의 제문제, 제5권, 2005, 34면. 물론 강도살인
죄의 실행착수시기를 제1행위인 강도행위에 착수한 때에 이미 인정된다는 견해에 따
른다면 갑에게는 강도살인의 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33) 이재상, 형법총론, 362면에 의하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육체적인 접촉을 
가하면 그것이 전체계획의 불가분한 일부를 이루는 이상 살인죄는 착수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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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1행 와 제2행 의 한 련성이 정되고, 이러한 두 행 의 한 

련성이라는 규범  평가가 실행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치시키는 것을 가능  

하는 것이다. 즉 실행행 성의 확정은 행 자의 구체  계획을 고려한 규범  평

가에 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행착수 정가능설에 하여 “애당  범행계획이 살인이었

다면” 혹은 “범행계획에 들어있는 행 의 일부를 시작하면” 이미 체범행에 

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단해버리는 견해라고 비 하는 것은34)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통설은 그와 같이 도식  방법으로 행 계획을 실행의 착수시기 단

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행 계획을 고려한다면 결과의 조기

발생 사례에서 외 없이 실행의 착수를 정해야 할 것이지만, 이 학설은 실행

의 착수가 부정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통설에 한 그러한 비 은 

통설이 범행결의(계획)와 고의를 동일시하는 도식에 입각하고 있다는 지 이 된

다.35) 그러나 통설은 범행결의 자체가 고의와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고의는 범행결의에 따라 실행에 착수하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36) 거꾸로 말하면 

범행결의는 실행의 단계에서 고의로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구타하는 제1행 가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면 비가 되고 따라서 고의

도 인정되지 않으며, 구타행 가 실행의 착수라면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

서 제1행 시에 범행계획에 상응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제1행 시의 고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의 주장이라는 지 37)은 하지 아니하다. 

(b) 행 의 철 한 개별화에 기 한 인식의 고려 ― 동시존재의 원칙 

반면에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

수에서 고려되는 행 계획이란 -일반 인 이해와는 달리- 구체 인 부분행 시에 

행 자가 가지는 구체 인 고의라고 한다.38) 즉 제1행 시에 행 자가 가지는 고

의는 상해의 고의라고 한다. 제1행 의 실행착수 여부를 체 인 행 계획을 고

려하여 비로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1행 만을 추출하여 고립 으로 고찰하

자는 것이다. 즉 이 견해는 행 를 행 수단의 내용에 따라 분 하여 개개 행

34) 김성룡, 전게논문, 58-59면.
35) 김성룡, 상게논문, 61면.
36) Jäger, JR 2002, 384.
37) 김성룡, 상게논문, 62면.
38) 김성룡, 상게논문, 59면(“각 행위마다의 행위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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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의를 고려한다는 기본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39) 행 자의 구체 인 사실

의 인식을 분리하여 내면의 인식만을 고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제1행 와 

제2행 가 규범 으로 한 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분리하여 

고의와 행 를 단한다. 그리하여 컨  권총으로 다리를 쏘아 도주와 항을 

못하도록 만들고 머리를 쏘아 살해하려고 계획하여 다리에 사격을 가하 는데 

출 과다로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가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발생시킨 제1행 가 행 자의 행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치

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 계획상의 다른 행  즉 제2행 에서 

분리시켜, 제1행 시에 행 자가 결과발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만을 

검토하는 엄격한 개별  고찰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컨  행 자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데 4회까지는 고통만 극심하게 주고 5회째에 결정

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계획하여 실행했는데 4회째에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

가 부정되는지 의문이다. 4회째까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은 없으므

로 이 경우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성요건  

고의는 개개의 신체운동을 지배하는 개별의 의사가 아니라, 체로서의 실행행

를 지배하여 사태를 형성하려는 실 의사이다. 실행의 착수시에서의 고의는 ― 

그 구체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단계 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라도- 체로

서의 실행고의의 일부이다. 따라서 구타하여 실신시키는 제1행 는 살인의 실행

행 이며, 당 부터 가지고 있던 범행결의는 실행고의가 되며 따라서 고의가 인

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행 와 제2행 가 한 경우에도 행 를 개별 으로 

분리하여 고의의 존부를 고찰하는 극소수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

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 속에 수회에 걸쳐 어 넣어 서서히 체력을 

탈진시킨 후 20번째에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계획하여 실행하 는데 5
회째에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하게 깊이 어 넣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살인

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5회째부터는 상해치사가 되고 4회째까지는 상해죄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때 고의는 구성요건  행 시에 존재해야 한

다는 동시존재의 원칙을 이유로40) 행 를 개별 으로 찰하여 개개의 행 에 

39) 행위효과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바꾸는 것이 된다. 
40) 김성룡, 상게논문, 62면, 63면(“구성요건적 행위시에 존재하는 고의라는 관점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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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시존재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개개 행 의 개별성을 사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 속에 어 넣는 

일련의 행 를 체로서 하나의 행 로 악하여, 그러한 일련의 행 와 고의가 

동시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 의 개별화를 철 하게 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일련의 구성요건실 행 의 개시시에 고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에서 고의와 실행행 가 동시존재한다고 통설이 설명한다면, 이것이 형식 인 동

시존재원칙의 반이라고 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41) 범죄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완 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실행

행 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지만, 논리필연

으로 개별  행 에 고의와 실행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

각된다. 실행행 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실행

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항상 결과발생의 인식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컨  살해

할 의사로 총을 겨 면 살인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데 방아쇠를 당긴다는 제2행

를 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을 겨 는 행 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결합범, 컨  강도죄의 경우 폭행․ 박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제2행 인 재물탈취행 를 남기고 있어도 강도의 고

의가 있다는 은 부정할 수 없다. 고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으면 (그리하여 실행에 나아가면) 족하며, 더 나아가 재 행하고 있는 행 로

부터 직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42) 결과를 직  발생

시키는 행 만을 실행행 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Ⅲ. 고의기수범 인정의 요건 ― 결과의 고의에의 귀속

통설에 따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제1행 에 의하여 귀속가능한 결과가 야

기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경우에, 행 자에게는 ‘실행행 를 하여’ 결과가 

41) Vgl. Jerouschek/Kölbel, “Zur Bedeutung des sogenannten Koinzidenzprinzips im 
Strafrecht”, JuS 2001, 471ff. 

42) 그런데 고의의 성립에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로부터 결과가 직접 발생한다는 인식을 
요구하는 입장(김성룡, 전게논문, 62면 이하)이 객관면에 투영되면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거꾸로 형식적 객관설을 취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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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인식은 있으므로 고의는 인정된다. 그런데 행 자는 ‘제1실행행 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이다. 즉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만 행 자가 결과발생을 하여 필요한 모든 행 를 아직 다하지 않아 지 까지

의 행 로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 착수미수의 단계에서 결과가 

발생해버린 경우에, 고의기수범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부정되는가(따라서 

고의미수범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실행의 착수가 정

되어 미수범이 성립되는 행 에서 인과 계와 객  귀속 내지 상당인과 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행 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

킨다는 인식이 없으면 기수범으로의 처벌이 부정되는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A. 고의기수범의 인정 (기수설) ― 인과 계의 착오 문제로 처리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단계에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행 자에게 

살인기수가 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지 까지의 일반 인 견해이다. 즉 

제1행 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고의가 인정되며, 거기에서 결과가 발생하면 당연

히 고의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살인기수의 성립을 부정하고 살인미수

만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얻기 하여 우선 생각되는 방법은 당해행 와 결과와

의 사이에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가 정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살인미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음으로 생

각되는 것은 인과 계의 착오에 의한 고의조각의 논의이다. 그러나 견가능성 

내지 상당성의 범  내에서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므

로, 고의기수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통설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 하

여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를 정한 후, 인과 계의 착오문

제로 하여 이 경우에는 행 자에게 비본질 인 착오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인과 계의 착오에서는 실제의 인과

경과가 견가능성 내지 상당성의 범  밖에 있는 경우에는 행 자가 그것을 인

식하지 못하여서 고의가 조각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때는 고의를 논하기 이

에 이미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

로, 인과 계의 착오문제로 논의하는 것은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데에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결국 통설 인 견해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 에 고의가 있다면 “그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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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실행행 성의 인식이 있다면, 즉 실행행 시에 고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수결

과에 하여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행의 착수가 주  귀속의 필요요건이

면서 동시에 충분조건이 된다.43) 착수미수의 단계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행행 는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고의기수범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결과의 조

기발생 사례에 한 통설의 입장을 고의의 에서 설명하면, 최종살해행 인 

제2행 와 그 단계의 행 인 제1행 가 하게 련되어 있다면, 제1행 시

에 ‘일련의 실행행 ’의 인식이 인정되어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B. 고의미수범의 인정 (미수설) ― 미수의 고의 

1. 기수인정의 문제

그런데 일반 으로 인과 계의 착오는 행 자가 그 행 로부터 직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를 발생시키기 하여 더 이상 행 할 필

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44) 그 지만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행 자는 그

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다른 행 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에서 일반 인 인과 계의 착오와는 유형

으로 다르다. 따라서 인과 계의 착오를 논하지 아니하고 미수범의 성립을 인

정하고 있다.45)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는 행 자가 결과를 발생시키기 하여 

다른 행 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즉 

행 자가 결과를 발생시키기 하여 자신의  다른 행 를 정하고 있다는 인

식에도 과연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즉 기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는 존재하고 있다. 
제1행 의 단계에서도 실행의 착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으

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고의는 정된다. 그러므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고

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착수미수 단계에서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 를 아직 다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다. 그리하여 착수미수의 단

계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미수범의 성립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독일에

43) Sowada, Jura , 2004, 817.
44) Noack, Tatverlauf und Vorsatz, 1966, S. 74.
45) Frisch, Zurechnung, S. 603f.; Struensee, Versuch und Vorsatz, GS-Armin Kaufmann, 

1989, S. 533f.



李 用 植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358～384372

서 주장되고 있다. 즉 고의기수범을 인정하기 하여는, 행 자가 결과를 발생시

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 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행 자가 

결과를 야기할 성이 있다고 인식한 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이다.46) 즉 이제까지의 행 가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으로 행 했다면 그 단계에서는 ‘결과가 더 빠른 시기에 발생한다’는 에 하

여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행 에 의하여 결과가 직  발생한다’는 

인식을 고의의 요건으로 한다면,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고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의미의 고의를 “기수의 고의”라고 부른다

면, 그것 없이는 고의기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때는 제1행 에 의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결과에 하여 미수와 과실의 상상  경합이 인정되게 된

다.47)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 가 완성되지 않았고 결과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다른 행 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기수범의 고의로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라고 보여

진다. 

이 에 하여 통설은 ‘결과발생에 필요한 것을 모두 행하지 않았다’고 인식

한 행 자도 이미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실행행 의 단계에 들

어섰다면 고의로써 충분하다. 즉 착수미수의 단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기

수의 인정에 충분하다. 반면에 기수고의․미수고의 구별설은 실행행 시에 고의

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행 에 의하여 직  결과를 발생한다는 인식, 소  

기수고의가 없는 한 고의기수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기수의 고의란 

행 자가 결과발생에 필요한 모든 행 를 행하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정된다. 이 게 본다면 기수고의 문제에는 실제로는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시

기와- 기수범의 실행(행 )의 착수시기를 어떻게 (같게/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암묵 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6) Jakobs, AT , 2. Aufl., 1993, 8/76; LK-Schroeder, 11. Aufl., 1994, §16 Rn. 34; 
Struensee, GS-Armin Kaufmann, S. 533f.; AK-Zielinski, 1990, §§15, 16 Rn. 61; 
Freund, AT, 1998, §7 Rn. 145; Frisch, Zurechnung, S. 623; Wolter, “Vorsätzliche 
Vollendung ohne Vollendungsvorsatz und Vollendungsschuld?”, FS-Leferenz, 1983, S. 
562ff.; Schroth, Vorsatz und Irrtum , 1998, S. 98f. 

47) 제1행위에 기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과실이 된다는 
지적(김성룡, 전게논문, 68면; 김성돈, 형법총론, 242면)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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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수고의와 미수고의 구별설의 근거 ㅡ 기수범과 미수범의 불법인정

그런데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의기수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

는 무엇인가? 기수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에 그러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근거

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고의범과 

미수범의 불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 기본 인 고찰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 으로 기수범의 처벌근거는 미수범의 처벌근거 이상의 반가치가 

요구된다는 것에 기 하여, 고의기수범을 인정하기 하여는 완 한 행 반가치

와 완 한 결과반가치가 필요한데, 착수미수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미

수의 단계를 뛰어넘어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통상의 기수범보다 불법이 다

는 지 이 있다.48) 이 경우에 인과 계와 결과의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

는 정되고, 행 자가 기수결과를 해 필요한 것을 행하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행 반가치는 완 히 실 되지 못하고 부분 으로만 인정되어 

기수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49) 살인미수의 고의는 이미 인정되므로 고의미수범

이 성립한다.50) 이는 착수미수와 종료미수가 행 불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 이

다.51) 그 명문의 근거로는 형법상의 지미수 규정을 원용한다. 착수미수에서의 

지에는 더 이상의 행 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 로 족하지만, 종료미수에서의 

지에는 극 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작 를 요구하여 후자에 보다 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을 들고 있다. 즉 요구되는 지행 의 태양이 착수미

수와 종료미수에서 다른 이유는 착수미수와 종료미수에서 이미 실 된 불법정도

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52)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착수미수

에서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고 기수가 되기 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 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기수의 불법이 결여되어 기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고의기수범의 제요건은 미수의 종료이다. 그에 따라 주

48) Wolter, Der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als Problem objektiver Erfolgszurechnung, 
ZStW  89 (1977), 697ff.

49) Wolter, FS-Leferenz, S. 562ff.; Struensee, GS-Armin Kaufmann, S. 523ff. 같은 취지로
는 김성룡, 전게논문, 69면.

50) W olter, FS-Leferenz, S. 558.
51) 용어문제로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라는 개념쌍의 하나를 통일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고에서 실행미수와 실행행위 그리고 실행의 
착수라는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사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혼돈을 다소나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수미수와 종료미수라는 어색한 용어를 쓰게 되었다. 

52) W olter, FS-Leferenz, S.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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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인 고의의 내용으로서도 기수와 미수에서 고의가 달라지게 된다. 기수

고의는 기수결과에 이르기 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실행했다는 인식과 인용 즉 

미수종료의 고의이고, 미수고의는 실행의 착수시에 있어서의 고의 즉 착수미수에

서의 고의를 말한다. 그리하여 기수범과 미수범에서는 그 고의개념이 달라지게 

된다. 기수고의의 내용으로는 행 의 결과발생의 구체화에 이르기까지 즉 종료미

수에서의 인식을 요구하게 되며, 미수고의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53)

이와 비슷한 에서 고의기수범이 인정되기 해서는 (고의)미수와 (과실)결

과를 합한 것보다도 특별히 한 불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을 근거

로 하여, 기수결과가 행 자의 결단의 실 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54)  그 기 해서는 행 자가 결과야기의 성을 가진 행 라는 것을 인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55) 그러므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는 결과가 발생한 

단계에서 행 자가 결과야기에 합한 행 를 행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기

수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56) 미수범에서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의 고의와 그 상

이 다르며, 미수범의 고의는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57) 

즉 기수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기수고의에서는 더 

나아가 당해행 의 구체 인 결과 격성, 즉 당해행 의 성질에 한 인식도 필

요하다.
이러한 기수범과 미수범의 불법이라는 반가치측면에서의 실질  논거는 기수

범과 미수범의 (불법)구성요건이라는 차원에서 형식 인 논거로 풀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설은 도식 으로 표 하면 미수(실행의 착수 

내지 착수미수) + 결과 = 기수 라는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수범의 구성요건요소인 구성요건해당행 (기수범의 실행행 )와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행 (미수범의 실행행 )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기수범의 실행의 착수는 바로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

수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이 의 행 (직 행 )에

까지 종종 앞당겨져 인정된다(법익보호의 견지에서 처벌시기의 조기화). 미수범에 

53) Vgl. Schröder, Der bedingte Tatentschluß, 1969, S. 33.
54) Frisch, Zurechnung, S. 582ff.
55) Frisch, Zurechnung, S. 602ff.
56) Frisch, Zurechnung, S. 602. 또한 LK-Schroeder, §16 Rn. 34.
57) Frisch, Zurechnung, S. 6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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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미수처벌의 필요성을 근거로 미수범 스스로의 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기수범의 성립요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통설

은 미수범의 처벌시기(실행의 착수)를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의 착수 이 으

로 앞당겨 놓고는, 이를 근거로 이번에는 다시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실행

행 ) 자체까지 확장․ 치화시켜 놓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미수범을 기본형

으로 하고, 기수범을 결과  가 형으로 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러나 기수범이 

기본  구성요건이고, 미수범은 수정․확장  구성요건이다. 기수범의 구성요건

은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수범의 성립요건은 미

수범의 성립요건과는 별도로 어디까지나 기수범 고유의 견지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는 기수범의 실행행 를 -(미수범)실행의 착수시 이 아

니라- 결과발생에 직근하는 종료미수단계의 행 라고 볼 수 있고, 기수범의 고의

도 행 자가 직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 를 행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종료미수 + 결과 = 기수). 

결국 어느 행 (착수미수 단계의 행 )가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는 될 수 

없지만 미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수범의 고의책임을 묻기 해서는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의 인식이 필요하고, 결과를 직  야기시키는 제2행 가 아직 남아있다는 인식

이 있으면 기수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미수고의와 기수고의/착수미수와 종료미수에서의 고의론에 한 비  

(a) 착수미수와 종료미수의 반가치의 동일성 단

기수고의와 미수고의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미수범에는 착수미수와 종료

미수가 있는데, 종료미수는 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행 를 행한다는 의사가 있다

는 에서 기수범의 고의와 동일하다. 그런데 착수미수는 기수범의 구성요건이 

수정․확장된 것으로 그 해당사실의 인식으로는 기수범의 고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소수설의 공통된 제에는 종료미수가 본래의 미수라는 사

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가 있기 때문에 종료미수의 인식에서 기수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수범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착수미수 단계에서 결과가 조기발생한 경우에 객  실행행 나 그에 

부수된 고의도 단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의해 고의에의 결과귀속

이 부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규범  단의 문제라는 비 이 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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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  구성으로는 미수의 고의와 기수의 고의를 구별하여 다르게 취 할 수

도 있고, 동일하게 취 하여 실행착수에서 종료미수까지 체를 포 하는 하나의 

구성요건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규범  에서는 기

수의 고의와 미수의 고의를 구별하여 취 해야 할 만큼 착수미수와 종료미수 사

이에 불법과 책임의 상이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59)60)

① 결과에 한 험의 동일성 

착수미수와 종료미수의 결과에 한 험은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지 이 있

다.61) 착수미수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더 이상 사태를 수 에 지배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라는 에서 동일하며, 차이는 단지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인과경

과를 의식 으로 진행  한 것은 아니라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와 같이 행 자의 계획이 실 된 경우라면 달리 취 할 이유

가 없다고 한다. 결과의 조기발생에 해 미필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고의기수

를 당연히 인정하면서, 어 든 계획은 실 하면서 결과의 조기발생을 생각하지 

않거나 무 심한 경우는 그와 다르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컨  

복수의 행 에 의하여 살해하려고 계획한 잔인한 행 자가 생각보다 빨리 성공

한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고의미수범의 성립만을 인정하는 것은 치 않

다고 보여진다. 

② 고의의 지속  유지 불요

미수의 종료까지 고의가 유지되어야 고의기수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견해62)에 

하여는, 미수행 자는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 이미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이상 고의를 지속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비 이 제기된다.63) 고의가 

지속되었는가 하는 은 고의에의 결과귀속에 있어서도 요한 요소는 아니다. 
결과가 발생한 후에도 고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 

58) Roxin, GA  2003, 263.
59) Roxin, GA  2003, 263. 
60) 이하의 비판은 김성룡, 전게논문, 70면 이하.
61) Roxin, GA  2003, 263-264; Roxin, AT I, §12 Rn. 188.
62) W olter, FS-Leferenz, S. 564.
63) Roxin, GA  2003, 265; Roxin, AT I, §12 Rn.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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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착수미수와 종료미수의 험성차이 부재

미수의 고의와 기수의 고의를 구별하는 견해에는 착수미수가 종료미수보다 결

과발생의 험이 다는 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64) 컨  (사례4)에서와 같이 결과발생의 험은 착수미수가 실

행미수보다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4)에서는 착수미수단계의 폭행이 

종료미수단계의 주사행 (불능미수)보다 험하다. 공기주사의 양은 정된 것으

로는 불능인 살해이었기 때문이다. 종료미수가 착수미수보다 더 험하다 말할 

수 없다. 

(b) 고의의 지나친 심리  세분화 

미수설은 결과를 직  야기하는 험에 하여 행 자의 인식을 요구하는 이

론 으로 엄격한 입장의 학설이다. 그에 따르면 고의는 사실상 험의 실 을 포

함하는 객  귀속을 정확히 주 면에 반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체 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험에 하여 인식의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면, 복

수행 에 의한 결과야기를 계획한 사례에서는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

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부합의 척도를 일정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이 기수의 고의를 요구하는 입장은 고의를 지나치게 심리 으로 세

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이 있다.65) 구성요건  고의는 개개의 인식과 실

의사가 아니라, 실행행  체와 최종결과에 하여 이를 인식하고 실 하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행 자가 실행에 착수하여 이미 미수단계에 

들어섰다면 기수책임을 질 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66) 제1행 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행 자가 잘못 인식하 더라도 -행 자에게 의도하는 결과의 

실 이 요하고 그것을 해 제2행 가 계획되었다면- 제1행 로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불법을 의미있을 정도로 감소시키지는 아니한다.67) 실행의 

착수에서 종료까지는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험으로 이해해야 하고, 계획에 상응

하게 일어난 결과실 은 고의의 결과귀속을 가능하게 한다.68) 

64) Roxin, GA  2003, 265; Roxin, AT I, §12 Rn. 188.
65) Roxin, GA  2003, 264; Roxin, AT II, §29 Rn. 62ff.
66) Sowada, Jura  2004, 819.
67) Sowada, Jura  2004, 819.
68) Roxin, GA  2003, 266; Sowada, Jura 2004,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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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우리 입법자의 의사

우리 형법은 종료미수만이 아니라 착수미수도 미수로 하고 있으며, 양자의 법

 효과도 구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형법 제25조). 그 다면 그 인식에 한 법

 평가도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이 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하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실행에 착수한다는 인식을 미수․기수에 공통된 고의의 요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수범에서든 기수범에서든 고의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해석

된다. 제1행 로 실행의 착수가 정되고 결과를 실 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
제2행 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제1행 시의 고의는 최종결과발생의 고의

이며, 제2행 의 정은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미수의 고의라는 것이 -미수의 교사에서와 같이- ‘미수범에 그치려고 하는 경

우’라면 이해될 수 있다.69) 그 다면 착수미수 단계의 고의는 직  사망의 결과

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

행 시에 구성요건  고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구성요건  고의는 행

자의 개개의 행 로 결과를 실 한다는 개개의 인식이 아니라, 실행행  체(제

1행 와 제2행 )와 최종결과에 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결과의 조기발생 사

례에서 정된 제2행 에 의한 결과와 제1행 는 불가분의 련성이 있으므

로 제1행 에 최종결과에 한 고의가 정된다고 생각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이 성립되는 제1행 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에 인과 계와 객  귀속 혹은 상당인과 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행 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없으면 기수범처벌이 부정되는지에 

한 문제에서, 결정 인 것은 그 게 달리 취  하는 주 면에서의 행 반가

치 혹은 고의의 차이가 형식논리만이 아니라 법규정에 의하여 실질 으로 기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수범은 기수범의 구성요건을 수정한 것으

로서 결과가 없거나, 결과는 발생했어도 인과 계와 객  귀속 내지 상당인과

계가 결여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처벌을 가능  하고 있지만, 기수

범과 다른 구성요건행 를 정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비는 총칙(제

28조)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9)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 있어서 제1행위에 고의가 결여되어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 것
으로(상해치사) 보는 상기 극소수설은 이때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김성룡, 
전게논문, 74면). 이러한 모순은 미수범의 고의에 관하여 명확한 태도결정을 결여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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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외 으로 처벌을 인정하여 각칙에 개별 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미수는 총칙(제29조)에 “미수범으로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의

한다”라고 역시 외 으로 처벌을 인정하여 각칙에 개별 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주요한 범죄에 해 리 처벌의 상으로 하고  총칙(제25조 내지 27조)

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와 미수 사이에는 형법상 명확하고 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수 이후의 단계에 하여는 형법상 구별하여 취 을 달리해야 할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실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결정  

단계인 실행의 착수 단계를 돌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완 한 행 반가치 내지 

고의책임은 실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Ⅳ. 통설의 타당성과 의미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극소수설과 독일의 소수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지 까지 통설에서 자기입장의 극 인 논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설은 형식 인 ‘실행행 ’라는 것에 의거하여 실질 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70) 행 가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련의 구성요건실 행 의 인식이 있으면 고의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이

라고 통설을 설명하는 견해71)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을 한 련성이라

는 의미로 바꾸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통설

의 입장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약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행의 착수론에 하여 형식  객 설을 취하면, 통설의 입장을 가장 간

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형식  객 설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란 구

성요건해당행 의 어도 일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실행의 착수 후 결과

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기수범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론에서는 구성요건

실 의 험을 실질 으로 단하는 견해가 유력하다.72) 무엇인가 실질 인 

70) 김성룡, 전게논문, 50면, 77면은 바로 이러한 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71) 김성돈, 형법총론, 242면.
72) 이재상, 형법총론, 359면; 한정환, 전게논문, 137면. 이와 달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

험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는 임웅, 형법총론,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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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성요건해당행  이 으로 치화시키는 것이

라면 실행의 착수가 구성요건해당행 이며, 여기에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이

라는 설명방식은 균열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가지는 실질  의미

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행의 착수론에 있어서는 험 단을 할 때 행 자의 주 을 어느 정도 고려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구성요건실 의 직  험을 어떻게 단할 것인가에 

하여 기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기수결과야기의 험성이 인정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은 당연히 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73) 그리하여 고의범의 실행

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행 자가 주 으로 자기의 행 에 의하여 구성요건

 결과야기의 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당해 구성요건의 실 을 

하여 행 를 실행하여 객 으로 구성요건  결과야기의 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는 실 으로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 자가 자기행 에 의하여 기수결과야기의 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구성요건실 의사를 행 로 옮겼다면 기수범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통설은 행 자가 법익 태화상황에 직면하여 법익침해

를 한 인과경과를 고의 으로 설정하고 행 자에게 그러한 인과경과를 수 에 

장악하여 결과를 실 하여 행하려는 의사가 행 자에게 있다면, 그 단계에서 결

과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기수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소수설은 행 자가 인과경과를 수 에서 떠나보내어 자연 인 인

과의 흐름에 맡긴 후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기수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74)

인간이 자기의 행 를 완 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이상, 행 자가 인과

경과를 자기 수 에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행

자가 인과경과를 수 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해서 항상 고의에 결

과를 귀속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75) 행 자가 인과경과를 수 에 갖고 결과

실 을 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서 발생된 결과는 행 에 객 으로 

귀속가능하며 한 당 의 고의가 실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범 내에서 발생했

다면 행 자에게 귀속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형법의 법익보호를 하여 바람직하

73) 한정환, 상게논문, 141면 참조.
74) Vgl. Meister, “Anmerkung zu dem Urteil vom 21. 4. 1955”, MDR 1955, 689.
75) Vgl. Stratenwerth/Kuhlen, AT I, §8 Rn.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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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컨  행 자가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총을 겨 는데 놀란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벽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와 행 자가 방아쇠를 당기

는데 놀라 발을 헛디뎌 벽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를 -행 자가 바로 그 행

로부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취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실행의 착수가 의미하는 바를 이와 같이 본다면,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 결과

가 발생했는가 아닌가’를 요한 기 으로 삼는 통설의 입장은 이유가 있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가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고의와는 무 한 요소에 의

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고의의 문제로서 

고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수의 경계’(실행의 착수) 문제가 ‘기수의 경계’

도 함께 결정한다는 비 은, 이러한 통설의 견해가 미수고의와 기수고의를 동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상면을 들어 비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결과

의 조기발생 사례에서는 제1행 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이 ‘실행의 착수시

에 있어서의 고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고의’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 고의는 

실 인 결과실 의사이며, 고의로서 충분한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

Ⅴ. 결 론 ―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단구조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가 문제되어 행 자의 죄책을 심사하는 경우 우선 고의

기수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를 

인과 계의 착오의 1종이라고 하여 행 자의 인식과 실의 인과 계와의 불일

치가 상당한 범 내에 있으면 발생된 결과에 하여 고의를 정한다. 인과 계

의 착오에 한 상당성 단에 의하여 고의의 존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게 확

고한 이론  근거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인과 계의 착오론은 그 자체 완

하게 충족되고 있는 객 면과 그 자체 완 하게 충족되고 있는 주 면과의 불일

치를 조정하는 것이지, 객 면 는 주 면에서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에 이를 메워 보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설과 같이 인과 계의 착오를 

논하려면 그 제로서 객 면과 주 면이 그 자체 완 하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

인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과 계의 착오를 논하기 한 제가 되는 실행행

와 고의에 하여, 본사안인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는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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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행행 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의는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실행의 착수 유무와 고의의 존부가 기수범 성

부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에서 기수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면서도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하게 되는 것이다.76) 

여기에서 우리는 기수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미수범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실행의 착수시기는 비와 미수․기수의 경계를 확정하는 논

의가 된다. 비는 실행행 가 아니며, 미수와 기수는 실행행 로 인정된다. 실행

행 에는 고의가 인정되고, 비행 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행

의 착수 유무에 의하여 고의의 존부가 결정된다.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의 단은 

행 자의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된다. 따라

서 실행의 착수 단에 있어서 행 자계획의 구체화의 정도에 의하여 기수의 성

립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인과 계의 착오에 한 상당성 단 한 실

행의 착수의 유무에 의거하게 되고, 실행의 착수의 유무는 행 자계획의 구체화

의 정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의 조기발생 문제는 실

으로 발생한 결과와 련하여 행 자의 주 면을 어떠한 정도까지 구체화하여 

단할 것인가 하는 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유무에 의하여 고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 

단에 있어서 행 자의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 으로 단의 기 로 하는가에 의

하여 고의의 존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즉 방법론 인 타당성은 여하튼, 행

자의 계획이 고의의 존부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행 계획에 

의하여 실행의 착수가 정되는 경우 기본 으로 고의불법의 요한 부분이 기

지워지는 것이다. 결국 결과의 조기발생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고의기수범

으로의 처벌을 합리 으로 기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에서, 객  구성요

건 특히 실행행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  구

성요건 특히 고의의 내용(기수고의/미수고의)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의

기수범의 처벌근거에서- 근거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결과의 조기발생, 반 된 개  고의, 미수의 고의, 실행의 착수 시기

76) 실행의 착수의 유무에 의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부가 결정되어지고, 고의기수범이 성립
함에는 그 미수범의 성립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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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Zum vorzeitigen Erfolgseintritt
  77)

Yong-Sik Lee
*

In den Fallgestalltungen des vorzeitigen Erfolgseintritts bzw, des umgekehrten 

dolus generalis erreicht der Täter den Erfolg früher als gewollt, d,h, am Ende 

des ersten Handlungsabschnitts, der den nach dem Tatplan zum Tode führenden 

Zweitakt erst vorbereiten sollte. Hier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Strafbarkeit 
wegwn vorsätzlicher vollendeter Tötung. Dieses Problem ist in Korea kaum 

diskutiert.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bejaht ohne nähere Erörterungen die 

vollendete Tötung, vereinzelt über die Rechtsfigur des Irrtums über den 

Kausalverlauf. Erforderlich ist jedoch, dass der Täter mit dem ersten Teilakt zur 

Ausführungshandlung bereits unmittelbar angesetzt und somit das Versuchsstadium 
erreicht hat. Tritt dagegen der vorzeitige Tod schon im Vorbereitungsstadium ein, 

ist eine Verurteilung wegen Tötungsdelikts ausgeschlossen, da bei der 

Vorbereitungshandlung der Vorsatz des Tötungsdelikts fehlt. 

Die deutsche Ansicht, dass die versuchte Tötung hier angenommen werden 

soll, weil der erste Handlungsabschnitt aus der Sicht des Täters ein unbeendeter 

Versuch sei und somit Vollendungsvorsatz fehle, ist in Korea noch nicht 
eingeführt. Diese Lehre vom  Versuchsvorsatz im allgemeinen steht nur in der 

Anfangsphase der koreanishen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Die koreanische Gegenmeinung gelangt für den ersten Teilakt immer in allen 

Fällen lediglich zur  fahrlässigen Tötung bzw. Kö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und zwar immer in Tateinheit mit versuchter Tötung durch den zweiten 

Handlungsabschnitt). 
I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wird der Gegenmeinung entgegengehalten, 

* Prof. D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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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l in den Fallgestalungen des vorzeitigen Erfolgseintritts prinzipiell der Beginn 

der Ausführungshandlung bejaht werden kann, wenn man auch die Vorstellung 

des Täters mit berücksichtigt. Und der zweite Teilakt kann gegebefalls nicht 

ausgeführt werden kann.

Der deutschen Versuchslösung wird entgegengehalten, dass auch ein 

unbeendeter Versuch vom Tatbestandsverwirklichungswille des Täters getragen ist 
und nicht zwischen einem Versuchs- und einem speziellen Vollendungsvorsatz 

differenziert weren kann.

Im vorzeitigen Erfolgseintritt sind daher die objektve Zurechnung des Erfolgs 

im objektiven Tatbestabd und der Vorsatz vollends im sujektiven Tatbestand 

bejaht. Dann wendet die herrschende Meinung die Rechtsfigur des Irrtums über 

den Kausalverlaufs an. Dadurch gelangt man endlich zur vollendeten Tötung. 
Die Mindermeinungen lassen die Probleme der herrschenden Vorsatzlehre  

einigermaßen erscheinen. In diesem Sinne haben sie den klaren Wert. Über diese 

schwierigen Probeme muss noch diskutiert werden.

Key words: Vorzeitigen Erfolgseintritt, Umgekehrter dolus generalis, 

Versuchsvorsatz, Beginn der Ausführungshandl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