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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정립을 위한 생각의 작은 단초 ― 

1)

李 用 植**

I. 서 론

종래 부작 범의 미수라는 문제 역에 있어서는 진정부작 범에 미수라는 발

형태가 인정되는가 그리고 부진정부작 범을 포함하여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

제인가 하는 것이 주된 논 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하여는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고, 언 하는 경우에도 작 범과 다른 고유한 결

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컨  “부작 범의 미수도 작

범과 다르지 않다”라든가1) “부작 범에도 미수는 가능하다. 따라서 미수의 일반규

정(제25조~29조)의 용을 받는다”2) 혹은 “부진정부작  미수범의 가벌성심사는 

체계구조 으로 작  미수범의 경우와 다를 게 없다. 작  가능미수범 는 불능

미수범의 심사구조에 해서 심사하면 된다”라든가3) “부진정부작 범에 있어서도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 그 미수의 양태가 의

의 장애미수, 지미수, 불능미수로 나 어질 수 있음은 작 범에 있어서와 마찬

가지이다”라는4) 간단한 지 만이 보일 뿐이거나,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서는 

험성이 존하는 신에 험상태에 한 인상을  뿐이므로 미수의 시 도 이 

인상 시 이 기 이 되어야 한다는 만 제외하고는 장애미수의 경우와 같다”는5)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2005, 272면.
 2)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2005, 759면.
 3)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1999, 427면.
 4)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 351․면.
 5) 안동준, “부작위범의 미수”, 의 형사법학, 박정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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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만이 있었다. 즉 이러한 견해들은 일반 으로 작 범의 불능미수를 가벌 으

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작 범의 경우에도 그 불능미수의 가벌성은 마

찬가지이며 특별히 다른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6) 굳이 이야기 한다면 

이러한 견해가 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부진정부작 범의 불능미수

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보증인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 으로 불가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7) 

그리고 부진정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개 주체의 불능 즉 보증인지 에 있지 

아니한 자가 그러한 지 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이거나 착오로 자신의 실행

행 로 인하여 험이 야기된 것으로 생각한 경우로서, 이는 환각범의 범주에 속

하여 불가벌이라는 지 이 있다.8) 이들 견해는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반드시 

작 범에 상응하게 구성할 수 없다는 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

범의 불능미수에서와 같이 험성의 단에 따라 차별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

니라, 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일률 으로 불가벌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하여는 그것을 언 하는 경우에도 그 서

술이 무나 짧고 사례들의 구체 인 유형분류 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

증인  지 의 착오는 원래 부작 범의 불능미수 역의 일부인데 불능미수의 

문제라고 명시 으로 언 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서술의 컨텍스트상으로 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한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하여 그 가벌성을 당연히 인

정하는 다수설은 그에 상응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부작 범

과 미수범에 한 일반이론을 그 로 부작 범의 불능미수 사례에 원용하고, 그 

가벌성 여부 자체에 하여는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부작 범의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정하는 다수설의 논거는 그 불가벌

을 주장하는 소수설의 논거를 뒤집어 단지 헤아리는 수 밖에 없다.9) 물론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불가벌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설에서도 그 논거가 거의 제시되

지 않고 있다는 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부작

 6) 김성돈, 형법총론, 2006, 623면.
 7)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2005, 386면. 물론 작위정범이 불능미수인 경우에는 이

를 저지하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불능미수가 인정된다. 다만 부
작위한 보증인에게 정범이 인정되는지 방조범이 되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8)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1판, 2006, 525면. 
 9) 이 점은 독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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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불능미수에서 논의되는 사례유형들을 살펴보고, 부작 범의 불능미수의 

가벌성 여하에 하여 어떠한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와 련하여 (불능)미수범이 성립하기 해서는 객  구성요건요소로서 (

험성과 함께)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기수범의 다른 모든 객  구성요건 

요소들은 실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잠깐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부작 범의 불능미수의 구체  사례유형

A. 구별기  설정의 어려움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몇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함에는 두 가지 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선 불능미수는 반 된 구성요

건 착오이기 때문에 부진정부작 범의 구성요건요소가 어떤 것이냐와 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불능미수의 에서는 부작 범 역이 한계 역

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작 범의 미수라는 에서는 불능미수 역이 외 역 

내지 한계 역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 다른 하나이다.

작 범의 불능미수를 기 으로 삼으면 수단의 불능, 상의 불능 그리고 주체

의 불능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 인 분류방법은 부작 범에서

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첫째 수단의 착오와 련하여, 작 범의 경우에 수

단은 극  작 에 의한 범행실행에서 행 자가 사용하는 매개물이다. 그런데 

부작 범의 경우 무엇이 범행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범행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 아니한 부작 범의 일반 인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려고 한다는 ‘구성요건

 상황’ 그 자체가 문제되는데, 이를 범행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둘째 상의 불능에는, 결과방지 가능성을 착오한 것이 상에 한 잘못된 

단에 기인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례가 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셋째 주체의 착오라는 분

류는, 부작 범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데 이는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정

을 착오로 잘못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 

따라서 불능미수라는 반 된 구성요건 착오가 여기에서는 특별히 부작 범을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진정부작 범의 기본구조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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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하여 부진정부작 범의 구성요건요소를 기 으

로 하여 체로 법익객체에 한 험의 착오 사례, 결과방지가능성의 착오 사

례,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정의 착오 사례로 나 어 볼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10)

B. 사례유형과 문제

1. 법익객체의 험상황에 한 착오 

(a) 험상황  객체의 존재에 한 착오 

(사례1-1) 부친 갑은 아들이 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은 자신의 잠

수실력을 뽐내고 있었는데, 부친은 아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의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범행객체는 존재

하고 다만 그 험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사례1-2) 부친 갑은 아들이 해안에서 멀리 헤엄쳐 나갔는데 물로 인하여 아

들이 다시 헤엄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 으나 구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은 

물 의 자를 아들로 잘못 보았던 것이다. 구성요건  상황의 존재여부에 한 

착오 에는 이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법익객체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험상황의 오인과 함께 객체의 착오로 인하여 법

익객체의 존재를 오인한 경우이다. 즉 그 객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험상황

도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험성의 존부는 법익객체의 존재여부와 련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법익객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구성요

건  결과가 이미 발생해 버림으로써 비로소 법익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와의 차별성 여부가 문제된다. 후자는 결과방지가능성에 한 착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b) 제3자의 공격여부에 한 착오 

(사례2-1) 모친 을은 A가 권총을 겨 어 표 지를 쏘려고 하는데 그  놀이

10) 이하 사례의 분류는 Malitz, Der untaugliche Vers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S.19ff. 또한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1959, S.222f.; 
Rudolphi, “Die Strafbarkeit des versucht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s”, MDR 1967, 2ff.; 
Niepoth, Der untaugliche Vers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1994, S.183ff.; 19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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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를 쏘는 것으로 생각하고도 지하지 않았다. A는 

표 지를 쏘았을 뿐이다.11)  부친 갑은 아들이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있다. 다

른 아이가 다가오더니 갑의 아들을 물속으로 어 넣었다. 갑은 다른 아이가 갑

의 아들을 익사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하 지만 구조하지 않았는데, 두 아이는 장

난을 한 것이었다. (사례2-2) 갑은 아들이 다른 아이를 물속으로 어 넣는 것을 

보고 익사시키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아이는 장

난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험상황의 오인에는 제3자 (다른 아이 혹은 자기 

아이)가 작 에 의한 범행을 시도한다고 생각하 으나 지하지 아니한 사례가 

포함된다. (사례1)에서는 법익객체에 한 험이 외부상황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례2)에서는 범죄로 보이는 제3자의 행 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례1)과 

(사례2)에서는 보증인의 불법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법익객체의 험

으로 함께 분류하여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결

과발생에 (사례2)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제3자의 작 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

으므로, 보증인의 부작 가 단지 방조로 평가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c) 제3자의 불능미수에 기인한 착오

(사례3) 부친 갑은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쏘려는 것을 보고도 지하지 않

았는데, 마침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다.12)  을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이를 물속

으로 어 넣는 것을 보았다. 아들이 수 을 못하여 익사하리라 생각하고도 구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을의 아들은 실제로는 수 을 매우 잘하 던 것이다. 공격

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2)와 달리, (사례3)은 제3자가 실제로 공격을 행한 것인

데 그것이 불능이었던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보증인의 범행기여가 정범인지 방조

범으로 평가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질 으로 동가치라는 이유로 (사

례3)을 구성요건  상황의 존재에 한 착오로서 (사례1-1)에 속하는 것으로 분

류하기도 한다.13)

2. 결과방지가능성의 착오 사례

11) 손동권, 형법총론, 386면.
12) 손동권, 형법총론, 367면.
13) Bamberger, Versuch beim Unterlassungsdelikt, Diss. Bonn, 1978, S.266; Niepoth, 

Versuch,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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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경우는 여러 가

지 사정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a) 구체 인 구조행 의 수단이 불능인 

경우이다. 수 을 하지 못하는 부친 갑은 해안에 있는 보트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 보트는 오래되어 낡고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b) 

구조행 의 수행이 불가능이었던 경우이다. 부친 갑은 생명이 험한 아이를 

하여 의사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자동차로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것이었다. 갑은 그러한 구조행 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가 쇄되어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가능성이  없었

다. (c) 구조행 의 수행은 가능하나 결과의 방지는 불가능했던 경우이다. 즉 인

과의 진행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 기 때문에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

능했거나 실제로는 이미 결과가 발생해 버리고만 사례이다. 부친 갑은 자기 아이

가 익사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구조가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하 으나 구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이 살해를 결심한 시 에 실제로는 아이의 구조가능성이 더 이

상 없었던 것이었거나 사망해 버렸던 것이었음이 밝 졌다.

이 사례군은 험상황이 실재하고 있었던 경우로서 보증인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 으나 실제로는 결과방지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증인에게는 그에게 가능한 행 만이 요구될 수 있다.14) 이러한 경우 법에 충실

한 태도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상징 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

를 보여주지 않고 부작 하 다는 법 인 불법비난을 행 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 하는 의문이 있다.

3.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정에 한 착오

부친 갑은 자기 아들이 익사하고 있다고 생각하 으나 구조하지 않았는데 실

제로는 타인의 아이 던 경우가 표 인 사례이다. 일반 으로 이러한 착오는 

보증인  지 에 한 착오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보증인  

지 의 발생 자체에 한 착오가 아니라, 보증인  지 를 실화시키는 사실에 

한 착오이다. 갑은 자기의 아이에 하여 부친으로서 보증인  지 가 기본

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보증인  지 는 본 사례와 같은 구체 인 상황하에서

14)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에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으면 행위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는 임웅, 형법총

론, 개정판 보정, 2005, 527면; 이정원, 형법총론, 제2판, 2001,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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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타인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갑은 자신이 실제의 부친으로서 결과방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오인

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사례를 부친이 구체  상황하에서 물 의 자를 자기 

아들로 오인하여 험상황에 해 착오한 (사례1-2)와 비교하여 본다면, 본 사례

는 험상황에 한 착오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15) 그 다면 불능미수에 있

어서 험성 단기 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한 착오의 사례를, 주체의 불능

에 한 착오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6) 독일에서는 이러한 보증인  지

에 한 착오를 주체의 불능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인 입장이다. 부진정부작 범

에서는 결과방지의 의무를 가지는 보증인만이 행 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부진정부작 범을 진정신분범으로 보아 보증인  지 에 한 착오를 주체의 

불능으로 해결하려는 견해는 우리 형법상 주체의 불능을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

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 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된다는 에 기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주체의 불능이 가벌성배제라는 측면에서 다시 의미를 가지

는 것이 된다.

Ⅲ. 불능미수의 구조

A. 불능미수에서의 험성에 한 이해구조

1. 험성과 실행의 착수와의 계

실행의 착수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비죄에 있어서도 그것이 범죄의 완

성에 이를 험을 가진다는 것이 처벌의 이유가 된다. 그러한 험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행의 착수에 이를 수 없는 행

는 비죄로서도 처벌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능범은 불능미수

와 달리 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벌이라고 한다. 즉 불능범은 비죄로서도 

15) 이러한 의미에서 김성돈, 형법총론, 477면은 보증인적 지위를 근거지우는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범행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상의 착오이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착오(주체의 착오)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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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는 불능범으로서 구성

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행 는 동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행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불능범과 실행의 착수와의 상호 계가 문제되고 있는 것

이다. 만약 불능범이라면 실행의 착수도 정될 수 없으며, 실행의 착수가 정

되는 행 가 동시에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형법 제27조의 이해와 련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험성

이 없어서 불가벌이 되는 불능범 내지 불가벌  불능미수범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 있다.17)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불가벌이라는 것은 비죄로도 처벌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험성이 없어서 불

능범이 되어 불가벌이 되고 따라서 비죄로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그 

자체가 논리모순인 것이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비죄로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형용모순은 바로 우리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험성이 실행

의 착수 이후의 험성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

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험성이라는 한 가지 기 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험성과 실행의 착수라는 두 가지 기 에 의하

여 구별되는 것이다.18)

그러므로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험성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불능미수범론에 있어서는 우선 불능범과 구별되는 일반 으로 ‘미수범으로

서 구비되어야 할 험성’이 정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며, 실행의 

착수에서는 ‘이러한 험성의 존재를 제로 하여’ 험이 높아지는 로세스 

에서 어느 시간  단계에 이르 을 때에 미수처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19)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험성 단의 방법이 실행의 착수론에도 기본

17) 손동원,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법치국가와 형법,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 
254면. 그리고 김용욱,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형사 례의 연구 I, 이재상교수 화
갑기념논문집, 2003, 575면; 김태명,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요건의 독자성과 구체
적 의미”, 형사법 연구 제26호, 2006, 246면.

18)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24면;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보정판, 2005, 391면; 임웅, 형법총론, 366면; 배종대, 형법총론, 542면; 오영근, 
형법총론, 474면: 정영일, 형법총론, 2005, 278면. 

1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설이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을 논하면서 먼저 실행의 착수를 
검토하고 나중에 위험성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순서의 서술이 불능미수의 위험성 이해구조에 오해를 불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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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행의 착수 단에 있어서는 ‘시간  발  

에 있어서 험이 높아진 정도’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의 부재

성’과 같이 불능미수의 험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고려된다고 

하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객  귀속이론을 원용하여 표 하면, 험성이 

없는 행 는 불가벌인 불능범이 되며 험성의 존재가 인정되는 행 가 가벌

인 불능미수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분해주는 험성이

란 객  귀속에서 말하는 험창출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20) 그리고 이와 같이 

창출된 험의 실 이 본격 으로 시작되는 것이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험성 - 미수범의 처벌근거

이와 같이 볼 때 불능범으로서 불가벌 인가 아니면 불능미수로서 가벌 인가

와 련하여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험성은 미수범 처벌의 근거에 한21) 입

법자의 생각이 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수범의 성립을 해서는 미수범 

처벌의 근거로서 미수범의 실질  불법을 근거지워 주는 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험성을 불능미수만의 독자 인 표

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22) 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험성에 있다고 악하고 -그것이 가장 첨 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불능미수 역

에서- 이를 명시 으로 법문화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고 보여진다.23) 즉 제27조의 험성이란 미수범으로서 처벌하기 하여 필요한 

20) 신양균,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427면은 이러한 
이론구상을 시도하여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과 처벌되는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위험성판단이란 위험창출판단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결국 처벌되지 않는 불능
범이란 이러한 위험창출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한다. 또한 신양균,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84면은 위험창출이 미수
범 일반의 성립요건이 되며 따라서 불능미수의 위험성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능미수와 위험창출에 관하여 이러한 방향에서의 구상을 체계
화하고 있는 것으로는 Ho-Ki Kim, Die Risikoschaffung und der untaugliche Versuch, 
2006, S.95ff.

21)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불능범의 불처벌 즉 제27조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견
해로는 신동운, 형법총론, 제2판, 2006, 459-469면; 김성돈, 형법총론, 478면. 그런데 
신동운, 형법총론, 481-482면에서는 미수범처벌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제27조의 
위험성을 주장한다.

22)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표지에 대한 해석의 오류”, 고시계 2001/9, 5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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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Minimum)의 험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24) 이를 미수범의 불법이라

는 에서 달리 표 하면, 미수범은 행 반가치의 존재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하

다. 즉 행 반가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서의 처벌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25) 그러나 결과반가치가 부가됨으로써 보다 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즉 행 반가치를 정할 수 있는 미수행 로부터 더 

나아가 일정한 결과불법이 야기된 때에는, 이 부가  요소의 존재에 의하여 미수

범의 불법이 미수범의 처벌근거인 최소한의 불법정도를 넘어 더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더 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우리나라의 통설을 비롯한 모든 문헌들이 불능미수의 험성표

지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와 련하여 미수범을 근거지우는 험성의 내용에 

하여 독일해석학이 제시하고 있는 학설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

는 것이다.26) 따라서 우리나라 학설이 모조리 오류에 빠져 있다는 주장은27) 지

나쳐도 무 지나친 것이다. 험성 유무에 한 단기 의 학설은 행 자가 실

행의 수단 는 상을 착오한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 는 회피가능성이 있느냐

를 단하는 척도로서 불능미수범의 책임 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

이28)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3) 형법 제27조의 위험성표지가 불능미수범에서 독자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
로는 신동운,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4
호 (2001), 70면 이하. 그런데 실행착수가 인정되지만 위험성이 없어서 불가벌이 되는 
불능범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예비죄로도 처벌되지 
않고) 무죄가 되는 불능범을 우리 형법 제27조가 위험성요건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는 의미에서 이 위험성표지가 독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는 김태명, 전게논문, 230면 
이하. 그러나 미수범의 처벌근거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실행착수 이후에 위험성이 별
도로 불능미수에서 기능한다는 의미의 독자성은 논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음은 이
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24) 이러한 미수범의 처벌근거는 사전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 제27조
의 위험성도 사전판단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점을 우리 입법자는 분명하고도 정확
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216면).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신동운, 전게논문, 66면 이하 참조. 
25) 신동운, 형법총론, 508면은 불능미수범에서 결과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6) 독일학설의 소개와 관련하여 김성돈, 형법총론, 48면에서는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설이라도 그 내용이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서 설명력이 있고 우리 형법의 규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명칭까지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형법의 해석론
으로 배척되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우리 형법규정의 테두리 속에서 주장되고 
있는 해석은 이미 우리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7)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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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험성 

1. 부작 의 험성이라는 개념

부작 범에서는 행 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애시당  행  자체의 험성

이 문제되지 못한다. 그 다면 부작 의 험성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련하여 보증인이 작 의무를 행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험상태 즉 법익에 한 실  태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이 있다.29) 이러한 

험상태가 발생하기 에는 구조행 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면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서는 이러한 험상태가 객 으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 자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있어서도 -작 범에 있어서 행 의 험성과 비견될 수 있는- 어떠한 

객  요소가 요구되어야 한다. 작 범에서의 험성은 ‘행  자체’가 평가요소

가 되는 것이지만, 부작 범의 경우에는 ‘ 체상황’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 부작

범에서 험성 즉 험한 부작 란 사태의 진행을 그 로 두면 결과발생의 가

능성이 있어 보증인이 개입이 요구되고 한 보증인의 구조행 로 결과발생이 

확실히 방지될 수 있을 때에 인정된다. 

2. 부작 의 험성 단 기

험성 단과 련하여 일반 으로 작 범의 경우 여러 가지 학설의 립이 

있을 수 있으나, 어도 부작 범의 경우에는 일반인(객  제3자)과 함께 행

자도 단기 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하여 보증인 자신이 인과 으로 

볼 때 어떠한 사태도 야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는 비 이 있다.30) 그러나 보증인은 잠재 으로 구조행 의 본질 인 원

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증인은 법익보호의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보증인의 지 와 역할은 결과발생의 개연성에 한 단에 흘

러들게 되며 따라서 험성 단에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작 범의 미수에서는 결과의 불발생만이 요하지만, 부작 범의 미수의 역에

28) 천진호, 상게논문, 88면,
29) Bamberger, Versuch, S.183.
30) Bamberger, Versuch, S.180f. 오영근, 형법총론, 534면은 일반적으로 작위범의 경우 구

체적 위험설과 관련하여, 다수설이 말하는 구체적 위험설이 아니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만을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의미의 구체적 위험설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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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미 험의 차단 내지 감소가 요구된다.31) 즉 보증인에게는 보호법익을 침

해될 험에 내맡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보증인의 사정이 독자

인 단기 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험성 단에 있어서 객  찰자의 최종

 단의 출발 이 된다는 의미이다.32)

이하에서는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처벌할 것인가에 한 학설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부작 범의 불능미수의 가벌성에 하여는 크게 개별설과 불가벌설 

내지 일부불가벌설의 견해가 립하고 있다. 자는 형법이 불능미수와 부작 범

의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작 범의 불능미수도 그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험성 기 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가 단되는 것이라는 견해

이다. 반면에 후자는 그러한 불능미수의 험성 여부와는 계없이「다른 규범  

에 의하여」미수범으로 처벌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 

한 학설 립의 배후에는 이러한 기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Ⅳ. 부작 범의 불능미수 면불가벌설

A, 부작 범의 특질에 주목하는 견해

1. 당벌성 차별설

(a) 심정반가치 처벌

이 입장은 부진정부작 범이 일반 으로 작 범에 비하여 당벌성이 다는 사

고에서 출발하여 그 고유한 처리를 도출하는 견해이다.33) 부작  정범은 그 당벌

성에 있어서 기껏해야 작  방조범과 동일하다는 것이다.34) 그리하여 부진정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작 방조범의 미수가 불가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벌이라

고 주장한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험이 없고 결과반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심정처벌에 해당

한다고 한다.35) 즉 만약 이 경우에도 가벌성을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보증인의 

31) Kühl, AT, 5. Aufl., 2005, §18 Rn.147. 
32) Malitz, Versuch, S.204. 
33) 손동권, 형법총론, 386면.
34) Rudolphi, MDR 1967, 1. 
35) Rudolphi, MDR, 1967, 2ff.; SK-Rudolphi, 7.Aufl., 2000, Vor §13 R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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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 결심 즉 심정반가치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심정반가치만으로 당벌성을 인

정하여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36) 

그런데 이는 작 범의 불능미수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하여 작 에 의한 불능미수의 가벌성이 이미 당벌성의 하한

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라면, 로 불능이고 험하지도 않은 부작  미수는 

이미 그 한계선 에 있는 것이라고 재반론한다.37) 그러나 설사 작 범의 불능미

수가 당벌성의 하한 정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 범의 (상 ) 당벌성으로부

터 바로 부작  불능미수의  당벌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38) 이와 

같이 부작 범의 불능미수가 상 으로 당벌성이 은 것이라면, 이는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39) 결국 부작 범의 불능미수 일반을 불가벌로 하

려면, 부작 의 당벌성이 항상 작 의 당벌성보다 낮다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형법에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40) 

법익침해의 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작 범의 미수가 처벌된다는 에는 의

문이 없다. 이러한 ‘ 험한’ 부작  미수와 마찬가지로 ‘불능인’ 부작  미수도 

외계에 한 소극  태도결정이라는 행태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수가 험한가 불능인가는 심정형법인가 아닌가와는 계가 없다는 

지 도 있다.41) 

(b) 부작 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과 련되는 문제

제3자에 의한 법익객체 공격여부에 한 착오 컨  (사례2-1)의 표 지사격 

사례에서 모친 을은 당연히 불가벌이어야 하는데, 부진정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정하는 견해에 의하게 되면 부작 에 의한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밖

에 없어 부당하다는 비 이 있다.42) (사례2-1)의 표 지사격 사례에서 만약 표

36) 손동권, 형법총론, 386면. 
37) Rudolphi, MDR 1967, 3 
38)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8. Aufl., 2006, S.499; Niepoth, Versuch, S.274. 
39) Herzberg, Die Unterlassung im Strafrecht und das Garantenpflicht, 1972, S.273; Niepoth, 

Versuch, S.272; Roxin, “Unterlassung, Vorsatz und Fahrlässigkeit, Versuch und Teilnahme”, 
JuS 1973, 199; Schünemann, “Die Unterlassungsdelikte und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
lichkeit für Unterlassungen”, ZStW  96 (1984), 317

40) 신분범의 성질을 고려하면 당해범죄의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경우가 당벌성의 내용
이 더 중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는 Langer, Das Sonderverbrechen, 1972, S.503ff. 

41) Niepoth, Versuch, S.205, 2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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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쏘려고 하는 A에게 모친 을이 자기 아이를 쏘려고 한다고 착각하여 부작

에 그치지 않고 총알을 극 으로 교부하 다 하더라도 을은 불가벌이라는 것

이다. 왜냐하면 정범 A는  범죄의사도 없었고 결과의 발생도 불가능하여 살

인죄의 구성요건조차도 실 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종속성에 따라 을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을이 극 으로 총알을 교부한 경우에도 불가벌이라

면, 가만히 보고만 있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2-1)의 표 지사격 사례에서 모친 을이 불가벌이라는 것에는 의문

이 있다. 물론 정범 A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 을 때, 모친 을에게 공범종속성

에 따라 공범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에 

먼  모친 을이 정범에 해당하는가를 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 견해는 

부작  정범은 작  방조범과 가치 으로 동일하다는 평가를 미리 제하고서, 

모친 을이 작  방조를 하 더라도 이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불가벌이니까 을

이 부작 한 본 사례는 당연히 불가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모친 을을 

당연히 방조로 제하여 놓고, 그 에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그

러나 정범 A의 죄책을 검토한 후 모친 을의 죄책을 심사할 때, 을에게 정범이 

성립되는가 여부를 먼  검토하고, 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공범의 성

립을 검토하게 된다. 

부작 범의 불법비난은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제로 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결과야기의 방지가 보증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3) 모친 

을은 A가 자기의 아이를 살해하기 해 권총으로 사격하려고 하여 아이에게 법

익객체의 험이 발생하 다고 생각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행 로 나

아가지 않음으로써 법익객체를 험에 내맡기는 행 를 한 것이다. 여기에 부작

의 험성반가치가 인정되고 따라서 의사반가치 이외에 미수범의 행 반가치

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친 을의 부작 에 험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면 불가벌이 될 것이다. 정범의 극  작 에 보증인이 부작 로 

여하는 경우, 부작 범의 범행기여가 항상 -특히 그 정범이 처벌되지 아니할 

때에도-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하여는 무척이나 논란이 많은 역이라는 

은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 하면, 이러한 부작 에 의

42) 손동권, 형법총론. 387면.
43) LK-Roxin, 11. Aufl.,1992 §25 Rn.205;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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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과 련하여 상기 부작 범의 불능미수 불가벌설을 취하

는 입장에서는 부작  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 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는 이다.44) 즉 이 견해는 부작 의 불능미수 역에서는 부작  참가자에게 방

조라는 낮은 당벌성을 근거로 불가벌을 주장하는 한편, 부작 에 의한 정범과 공

범 역에서는 부작  참가자에게 보증인으로서의 특별한 의무자  지 가 인정

됨을 근거로 항상 정범만을 인정하고 있다.45) 이는 자기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당벌성의 고려 그자체로서 정범이나 공범을 인정하고 근거지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46), 낮은 당벌성을 근거로 부작 에 의한 불능미수가 방조의 미수

에 해당하여 불가벌이라고 하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요벌성 차별설

미수범 성립여부의 기 이 되는 실행의 착수를 부작 범에 용하여 보면 미

수불법의 실 은 부정할 수 없다.47) 여기에 당벌성과 요벌성이라는 개념을 원용

하여 부작 범의 불능미수가 불가벌이라고 논거지우려는 견해가 독일에 있다. 그

에 따르면 당벌성은 불법과 책임에 련되는 목 형량, 요벌성은 형벌이라는 형

법체계외 인 목 형량이라고 한다. 행태의 사회  유해성이나 사회  공동생활

의 질서에 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당벌성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불능미

수에 있어서 일반 으로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48) 그런데 형벌법규가 처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처벌이 법익침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 에 하지 

않으면 요벌성의 에서 처벌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49), 부진정부작 범의 

불능미수의 처벌은 이러한 성의 요청에 반한다고 한다. 법익객체의 태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한 자에게, 객  증거에 의하여 

그 오신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며 자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50)  결과는 

나 에 발생했지만 이미 결과회피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자백에 의하지 아니하고

44) 손동권, 형법총론, 390면.
45) SK-Rudolphi, vor §13 Rn.37; Rudolphi, MDR 1967, 3. 
46)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S.509.
47) Niepoth, Versuch, S.241.
48) Niepoth, Versuch, S.262f, 270f., 275; Niepoth, “Der untaugliche Vers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JA 1994, 339.
49) Niepoth, Versuch, S.292f.
50) Niepoth, Versuch, S.300ff.; Niepoth, JA 1994, 3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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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증이 거의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처벌 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51)

형벌법규는 차를 통하여 실 된다는 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인정의 

안정성이라는 에서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이 견해는 

매우 독창 이라고 보여진다. 법익객체에 한 태화결여 사례나 결과방지불가

능 사례 등이 우리나라 례에서 취 되지 않았던 사실도 이러한 에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법익객체에 한 험결여 사례와 마찬가지로 결과

방지가 불가능했음이 사후에 비로소 명된 사례도 미수의 성립을 부정해야 하

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한 이 견해는 차  고려가 아니라, 부작 범의 

실체  구조 내에서 해결의 계기를 발견할 수는 없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 생각된다.

3. 보증인과 법익의 특별한 계 고려설 

부진정부작 범의 불법의 핵심이 행 자와 법익과의 계의 특수성에 있는 것

으로 악함으로써, 그 실질을 작 범의 불법에 비해 상 으로 악하는 견해

이다.52) 부작 범에서는 법익의 보호가 보증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험시

에는 보증인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작 에 의한 법익침해는 보증인  

계가 객 으로 존재하고 부작 가 법익상황의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에 인정

될 것이다. 이는 실행의 착수시에 법익의 악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작 범의 미

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보증인에게 불능미수를 인정하면 보

증인의 법익에 한 객  보호의무를 단지 표상으로만 존재하는 험상황에까

지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가벌 인 불법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벌이 된다.53)

B.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기 로 하는 견해 ― 험상태 결여설(환각범)

부작 범의 불능미수가 일률 으로 불가벌인 실질 인 이유는 객 인 험

상태가 없으면 작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독일에 있다. 일반

51) Niepoth, Versuch, S.329f.; Niepoth, JA 1994, 341f.
52) NK-Zaczyk, 2. Aufl., 2005, §22 Rn.60. 
53) 그런데 작위범의 불능미수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인정여부를 달리하고 있다(Zaczyk, 

Das Unrecht der versuchten Tat, 1989, S.253ff., 255f.,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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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 범에 있어서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목 반가치(법익에 한 완 한 반가

치를 야기하려는 의사목 )와 태화반가치(법익에 한 완 한 반가치를 야기하

는 험을 발생시킨 행 )라고 하는데54), 부작 범에서는 처벌근거가 태화반가

치만이라고 한다. 험상태가 비로소 작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55) 그러므로 행 자가 험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하 거나 혹은 실제 존재하

는 험상황하에서 구조가 가능한 행 를 한다고 오신하여도, 실제로 객  

험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작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단순한 환각범이라고 한다.56) 그러므로 부작 범의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부작 범의 불능미수가 환각

범이기 때문에 불가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57), 그 근거를  언 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본 견해와 비슷한 취지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작 와 달리 부작 는 인과 으로 無라는 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부작 범과 작 범을 동등시하려면 이러한 인과  차이를 메워  무언가가 불

가결하다. 이 무언가가 부작 에 선행하여 객 으로 존재하는 험상태라고 하

는 것이다. 법익객체에 한 험결여 사례는 이로써 설명될 수 있겠으나, 결과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불가벌이라고 하는 에는 의문이 있다. 실제 존재하는 

험상황하에서 구조가능한 행 라고 오신한 사례에서는, 이미 작 의무를 발생

시키는 험상태가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미수범의 처벌근거 

내지 행 불법에 태화반가치라는 객  험결과  요소를 채용함으로써 최

소한 부작 범에서는 불능미수를 불가벌로 하는 데 이르고 있다.

C. 불능미수의 실질  불법결여설

불법의 본질은 법익침해나 험이 아니라, 법익존재의 기 인 인  상호간의 

승인 계를 침해하는 데 있다고 보는 인  계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계의 승인을 떠나 침해로 나아가면 미수범의 불법이 인정된다고 악하게 

될 것이다.58) 여기에서 이러한 법  계를 배제하는 행 자의 실 력이 요한 

54) Schmidhäuser, AT, 2. Aufl., 1975, 15/12.
55) Schmidhäuser, AT, 16/64.
56) Schmidhäuser, AT, 17/27. 
5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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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행 의 주체나 객체가 결여되면 이러한 법  

계의 구성요소들이 결여되어, 주체나 상의 불능은 불법을 근거지우지 못하게 

된다. 한 실 력이 결여되는 수단의 불능도 불법을 근거지우지 못한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불능미수는 불가벌이며59), 부작 범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Ⅴ. 부작 범의 불능미수 일부불가벌설

A. 보증인  지 의 착오 - 주체의 불능 

1. 논의의 실익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한 착오의 사례를 주체

의 불능에 한 착오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60)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보증인  지 에 한 착오를 주체의 불능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인 입장이다. 부

진정부작 범에서는 결과방지의 의무를 가지는 보증인만이 행 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진정부작 범을 진정신분범으로 악하여 보증인  

지 에 한 착오를 주체의 불능으로 본다면, 우리 형법상 주체의 불능은 다수설

에 의하면 험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 으로 불가벌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의 불능으로 보아 험성 단을 거쳐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행 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체의 불능이 일률 인 가벌성배제를 가능

하게 해 다는 측면에서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어느 범죄구성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주체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 로 나아간 자에게 그 범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체의 불능’에 한 논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분범에 한 미수처벌 규정이 어서인지, 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벌설

주체만이 본질 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주체의 불능을 다른 구성요건요소

58) Köhler, AT, 1997, S.451ff.; Zaczyk, Das Unrecht, S.231.
59) Köhler, AT, S.463
60) 주체의 불능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525면이 있지만, 주체의 

불능을 포함하여 부작위범의 불능미수를 모두 불가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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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불능미수의 문제로 이해하여 그 가벌성 여부를 논의하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의 소수설이다.61) 구성요건의 각 요소는 등가 이기 때문에 

(소  등가치성 도그마) 착오에 있어서 달리 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수

범에서 묻는 것은 구성요건을 실 할 가능성 혹은 험이며, 객 으로는 신분

을 결여하고 있어도 그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객 으로 존재하는 한 불능미수

범은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은 주체요소가 구비될 험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신분범이란 신분없는 자는 그 기수범을 범할 

수 없는 범죄 즉 특별한 주체만이 신분범의 기수에 이르게 하는 범죄라는 것이

다.62) 그리하여 신분범의 미수는 미수의 일반원칙에 의존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

분을 가진 자와 신분을 결한 자는 미수 역에서는 구별이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불능미수에 한 험성기 의 단순 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에 하여는 우선 구성요건의 각 요소가 등가 으로 취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비 이 가능하다. 과연 이 등가치성 도그마는 의문의 여지없는 

과옥조와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불능주체의 가벌성은 주  미수론이 

그 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불능미수

의 개념을 불능주체에 의한 미수에까지 확장하는데, 여기에서 양자의 법실질 인 

등질성은 묻지 않고 단지 불능이라는 형식 인 만으로 등치시키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요소의 등가치성 도그마는 주  미수론을 제한 없이 

철하기 한 보조  주장이다. 한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 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일정한 법  의무를 부과하는 범죄이므로63), 이 법  의무는 실제로 그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신분이 있다고 단순히 오신한 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비 이 있다.64) 그러므로 신분이 없는 자는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도 범할 수 없는 것이다.

3. 불가벌설

주체의 불능 문제는 불능미수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서 이 견해는 출발

한다. 즉 불능미수의 차원을 넘어서는65) 즉 착오 이외의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

61)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2004, 368면; 이정원, 형법총론, 304면; 이형국, 형법총론, 
256면.

62) Bruns, Der untaugliche Täter im Strafrecht, 1955, S.31
63) 신동운, 형법총론, 506면.
64) 하태훈, “불능주체의 가벌성”,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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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이 규범의 수명자이론이다.66) 이는 상의 불능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는 에서 단순하게 행 자의 지  는 속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

건요소에 있어서 주체요소가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실질 으로 검토하려는 것이

다.67) 즉 불능‘주체’의 ‘미수’를 어떻게 취 할 것인가는 그 성질상 ‘주체’요소의 

특수성과 ‘미수’의 처벌근거를 종합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법익침해의 험에 있다면, 이 불가벌설의 배후에는 ‘법익

을 태화하기 쉬운 지 ’에 주목하여 주체요소를 악하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

다고 사료된다. 입법자가 이와 같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에 주목하여 행

주체의 범 를 한정하 다면, 그것은 입법자가 선행하여 그러한 특별히 높은 

험의 존재를 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요소가 결여되면, 그와 같이 

추상 으로 단내려진 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며 따라서 법익침해의 

험으로서의 미수도 불가벌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주체요소는 입법자

에 의해서 선행하여 내려진 미수의 험 단을 보여주는 구성요건요소라고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68) 따라서 주체요소의 결여는 동시에 법익침해의 험의 결여

를 의미하여, 미수로서도 불가벌이 된다.

B.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요소 결여설

1.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 구조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해서는 객  구성요건요소가 모두 표상으로만 존재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실행의 착수 이외에 객 으로 존재해야 

하는 구성요건요소는 없는 것인가? 주체와 상은 객 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기수범에서는 주체와 상이 객 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 객

 구성요건인데, 왜 불능미수범에서는 그러한 객  구성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지? 형법규정이 그러한 것인지? 그 다면 그것은 주  미수론은 아닌지? 기수

범이 성립하기 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수범의 객  구성요건요소는 형법 각

칙의 개별구성요건에 무척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미수범의 인정과 

65) 신동운, 형법총론, 506면 
66) 하태훈, 전게논문, 448면. 그러나 규범의 수명자를 법익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67) Langer, Das Sonderverbrechen, S.386ff.; Jakobs, AT, 2. Aufl., 1992, 25/45f.; 

Stratenwerth, “Der Versuch des untauglichen Subjekts”, FS-Bruns, 1978, S.63ff.
68) 신동운, 형법총론, 5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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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해당 기수범의 구성요건이 어떤 구성요건인가와 무 하게 실행의 착수

만이 요구된다. 모든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은 실행의 착수뿐이다. 각칙의 개

별 기수구성요건이 어떠하든, 미수범의 구성요건은 항상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왜 미수가 되었는지, 어떤 구성요건 요소 때문에 기수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는 

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구성요건의 흠결은 어떤 것이든 미수범이 되는 것이다. 

행 자가 기수를 포기했든, 외부요소들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 되지 않았든, 

범행의 수단이나 상의 불능 때문에 기수가 애시당  배제되는 경우이든, 실행

의 착수만 있으면 그냥 미수가 인정된다. 기수범의 객  구성요건에서 단지 하

나의 사소한 요소만이 결여된 경우에, 미수범에서는 나머지 객 으로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 히 그 의미를 잃고 마는 것이다.69) 결국 실행의 착수만이 미

수범의 유일한 객  구성요건요소인 셈이다. 

2. 미수불법의 개별구성요건  객 화

이와 같이 미수범 역에서는 객  구성요건요소들은 기수범에서와는 달리 

객 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상 없고 다만 의식 속에서만 존재해도 무방한 것

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객  행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부는 아무런 의

미도 없다. 즉 구성요건요소의 ‘객 ’ 충족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미수범의 역에서는 모든 객  요소들이 행 자의 표상으로 체될 

수 있는 것이다.70) 여기에서 바로 ‘구성요건에의 구속성’이라는 문제가 미수범의 

불법 내지 성립과 련하여 제기된다. 구성요건형법 내지 행 형법이 미수범의 

역에서도 타당하다면, 미수범의 처벌은 미수행 에 한 것이어야 한다.71) 그

리하여 미수범도 각 개별 인 구성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72) 범죄

는 법익에 한 침해 혹은 그 험인데, 입법자는 기수범의 경우 그러한 처벌근

거 즉 해당 법익에 한 침해를 구성요건에서 정확히 행 로 기술한다, 그런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요건의 행 기술은 객 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이 되었고, 단지 법익침해의 험이 있으면 처벌이 인정되어 버린다. 행 사정의 

객  존재와 입법자가 기수 구성요건에 규정한 행 와의 유사성을 완 히 포

69) Buri, Abhandlungen aus dem Strafrecht, 1862, S.54.
70) S/S-Eser, 27.Aufl., 2006, §22 Rn.76. 그러나 미수범의 불법은 이를 통하여 거의 주관

화되어 버린다. 
71) Zaczyk, Das Unrecht, S.26; Alwart, Strafwürdiges Versuchen, 1982, S.210. 
72) Maier, Die Objektivierung des Versuchsunrechts, 2005, S.209ff.



2006. 12.] 부작 범의 불능미수 261

기한다면, 이는 행 형법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입법자는 미수범의 행 를 개별 구성요건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학설과 

례에 맡긴 것이다. 따라서 개별 미수범의 구성요건을 정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불법 단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73) 행 자의 표상이 요하고 불능미수범이 

가벌 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행 형법에서 미수범은 기수범유형과 의미연 을 떠

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칙의 개별 기수구성요건에서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을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미수불법의 요청을 명확히 하려면, 기수범 구

성요건요소 에서 어느 요소가 행 자의 표상으로 족하고, 어떤 요소들은 객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정립하는 작업이 필수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련

하여 미수범의 성립을 하여 객 으로 존재해야 하는 요소는 그 기수구성요

건의 ‘행 형상을 이루는 사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74) 이러한 기

수범의 행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미수범은 기수범과의 ‘구성요건  유사성’이 보

장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범죄구성요건의 요소 에서 실행행  시 에 

객 으로 존재할 것이 필요하여, 그것이 결여되면 행 의 개별  험성 단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형식 으로 미수처벌이 배제된다고 하는 소  구성요건흠결

이론을 재평가하고 이를 고도로 세련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범죄실 의 

동  발 과정을 실질 으로 음미하는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론에 치하여, 미수

범의 성립범 를 정 인 형식  단에 의하여 한정하려는 이론  시도로서 평

가된다.

 견해에 따라 몇 가지 실례를 간략히 언 한다.75) 컨  장물이 아닌데 장

물이라고 생각하고 취득한 경우에 장물취득죄의 불능미수가 될 것인가 하는 문

제와 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 장물죄의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되지 아니한

다), 장물죄의 행 형상은 실제로 본범이 있다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 자가 범행객체를 장물인  알고 사는 것은, 그것이 장물이기 때문에 구입하

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장물이 아니면 안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것이다. 즉 기수범의 경우에는 장물이라도 

사겠다는 것이고,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장물로 오인하여 산 것이다. 따라서 장물

73)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인적 상호간의 법적 관계의 보호라는 인적 관계불법론은 미수범
의 실질적 불법에 촛점을 맞추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명확하기 어렵고 추
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74) Maier, Objektivierung, S.216f.
75) Maier, Objektivierung, S.21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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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불능미수 구성요건은 기수 구성요건과의 유사성 내지 의미 련성이 결여되

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장물죄의 미수가 성립되기 해서는 실제로 장물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빈 침  사격사례에서는 기수범의 경우 범행객체

가 있다고 생각하여 쏘겠다는 것이다. 범행객체가 없더라도 쏘겠다는 것이 아니

다. 이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능미수의 구성요건과 기수 구성요건

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객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불능미수가 인정된

다. 살인죄의 행 형상은 사람인 군가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객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기수범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는 장 되지 않은 

총으로 사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이는 빈호주머니 도사례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그리고 13세 미만 부녀에 한 의제강간죄의 경우에도 간음행 가 

범행객체와 분리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13세 미만인 부녀

일 경우에만 미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공무원범죄와 같이 신분범으로

서 일정한 범 의 행 자만을 제로 하는 경우에, 이는 미수범에서도 수용되어

야 한다.

3. 부작 범의 불능미수 사례에의 용76)

(a) 법익객체의 험에 한 착오와 련하여, (사례2-1)에서 구성요건  결과

가 발생하려 한다는 것은 부작 범의 미수범에서도 행 자의 표상에 의하여 

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법익에 한 험은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험이 임박했는데도 보증인이 구조행

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부작 에 의한 살인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이 되는 것

이다. 모친 을에게 부작 에 의한 살인죄의 불능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b) 결과

방지가능성에 한 착오와 련하여, 상기사례 II.2.(b)는 보증인에게 실제로는 구

조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익사의 구체  험이 발생하고 

있고 보증인은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방지 가능성은 살인죄의 

기수범 구성요건이지만, 미수범의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객

으로 결과방지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보증인 갑은 부작 에 의한 살인죄의 불

능미수가 인정된다. (c) 보증인  지 에 한 착오와 련하여서는, 입법자가 결

과발생의 방지를 기 하고 있지 않다. 실제 보증인과 자기가 보증인이라고 상상

76) Maier, Objektivierung, S.26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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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사이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작 에 의한 살

인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Ⅵ. 부작 범의 불능미수 가벌설

1. 부작 의 험성

험성은 작 범에서 뿐만 아니라 부작 범의 경우에도 미수처벌을 한 최소

한의 근거로서 하고도 객 인 요소라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77) 작  미수범에 있어서 구성요건실 이 가능한 미수의 경우에는 객

체의 태화가 불법을 기 지우는 객  표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불능미수

에 있어서도 불법을 근거지우기 해서는 마찬가지로 객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불능미수의 경우 행 의 구체  험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기본

으로 험성 단에 한 학설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78) 복잡한 학설의 립에 

한 논의는 여 히 계속되겠지만, 일단은 사후 측의 방법에 의하여 행 자의 

상황하에 놓여진 분별있는 제3자(일반인)가 구성요건해당 결과의 발생이 상당하

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구체  험설). 사후 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불능일지라도, 사 단에 의

해 구체 인 험성을 정할 수 있다면 미수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행 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 단방법은 부작 범의 불능미수에도 응용된다. 물론 부작 범에서는 ‘행

의’ 험성이 아니라 그 신에 ‘부작 의’ 험성이 문제가 됨은 물론이다. 즉 작

범에서는 행 자체가 단의 결정  제요소가 되지만, 부작 범에서 검토의 

출발 이 되는 것은 ‘ 체상황’이다. 객  혹은 주 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

니라, 행 자도 포함하는 사물에 한 객  제3자의 시각이 요하다고 생각된

다. 그 다면 보증인의 상황하에 놓여진 객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경과를 

지하지 않으면 결과의 발생이 상당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보증인의 개입이 필요

하며 동시에 결과발생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 당해 부작

77) 부작위범의 불능미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는 김성돈, 형법총론, 623면. 
78) 객관적 귀속론에서 말하는 위험창출의 판단방법이 확립되고 정착되기까지는 그러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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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험성을 가지며 미수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부작 로 인정되는 것이다.79)

2. 구체  사례의 검토 

험성 단에는 개별사례의 수많은 사정들이 련되기 때문에 사례해결에서도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험성여부에 한 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

하다. (사례1-1)에서 부친 갑이 아들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사정을 알게 되었

고 아들이 수 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험성이 인정될 것이

다. 일반인이 보기에 아들의 장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긴 상황이라고 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물 로 솟구쳐 부친 갑에게 손을 한번 흔들었

다면, 일반인에게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험성이 부

정될 것이다. (사례1-2)에서는 법익객체가 그 장소에 실재하지 않았다. 이 이 

(사례1-1)과 다른 이다. 태화상태는 객 으로 결정되지만, 사 단으로서

의 험성은 객 화된 시각으로 사태를 단하는 것이다. 일반인도 부친 갑의 상

황이라면 자기 아들이라고 객체의 착오를 했을 것이라면 험성이 인정된다. 만

약 그 자가 외형상으로 보아 이미 수 하는 사람과 혼동하기 어렵다면 험성

은 부정된다. (사례2)에서는 갑에 아들에게 컨  나쁜 기질이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험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명백히 즐겁게 놀이하고 있었

다면 험성이 부정된다. (사례3)에서는 실제로 행해진 제3자의 -불능이기는 하지

만-공격을 지하지 않았다. 아이의 연령상 수 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없을 때

에는 험성이 인정된다. 만약 아이가 수 강습을 이수했다거나 상황에 빠진 

징후를 볼 수 없다면 험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결과방지 가능성을 착오한 사례 II.B.2.(a)에서 유일한 구조수단인 보트의 낡은 

상태가 에 띨 정도라면 험성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b)의 경우에는 사고

로 도로가 폐쇄된 것은 일반인으로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험성이 정된다. 

보증인  지 를 발생시키는 사정에 한 착오는 주체의 불능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지만, 일반 으로 법익객체에 한 험을 오인한 사례로 취 된다. 

험성여부는 일반인의 에서 보더라도 객체의 착오를 일으킬 것으로 단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컨  부친은 자기 아들이 익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아이 던 사례(Ⅱ-B-3)에서 두 사람이 키가 

79) Malitz, Versuch, S.20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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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서 멀리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면 험성이 정될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멀리서도 혼동되기 어렵다면 험성은 부정될 것이다.

Ⅶ. 결 어 

불능미수의 단기 을 단순히 용하는 것만으로 부작 범의 불능미수를 일

률 으로 불가벌로 취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능성이나 험성이라는 개별

 단과 면불가벌이라는 획일  처리는 성질상 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살해를 기도한 사례 즉 객체의 

불능 사례에 하여 이는 주체요소에 있어서와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

을 가져 보았다. ‘비공무원은 로 수뢰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선취하면 ‘사자

는 로 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

다. 만약 사자에 한 살해의 기도를 일률  불가벌로 극해석하려면, 주체요소

에 있어서와 같이 입법 단이 내려질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의 규범  에서 

미수범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는 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래 불능

미수에 한 논의는 단기 의 주 화 정도를 상으로 한 것이었다. 추상  

험설은 그것을 완 히 주 화한 것이고, 구체  험설은 객 화를 수용하는 입

장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 로 하여 개별 으로 가능성 단을 가미한다는 에 

있어서는 각 학설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어떤 학설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일률 으로 불가벌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보여진다. 결국 어떠한 불능행 의 유형  사례에 일률 으로 불가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험성과는 별개의 규범  고찰과 근거지움이 불가결하

다고 하겠다.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요소의 정립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

을까 하여 조  소개해 보았고, 다른 하나는 험창출 내지 허용된 험이라는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단 를 얻었다. 그 다면 그 구체  내용은 

도 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불능미수 일반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주제어: 부작 범의 불능미수,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의 험성, 미수범의 객

구성요건표지, 실행의 착수와 험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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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Der untaugliche Versuch beim Unterlassungsdelikt
80)

Yong-Sik Lee
*

I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erfärt das Thema zum ersten Mal in Korea eine 

Form der vollkommenen Bearbeitung. Man unterscheidet hier drei Konstellationen, 

nämlich die irrige Annahme einer Gefärdung des Rechtsgutsobjekts, einer 

Erfolgsabwendungsmöglichkeit und von Umständen, die eine Garantenstellung 

begründen.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scheint die Straf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ein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s für selbstverständlich zu halten.

Im Hinblick auf die Besonderheiten der Unterlassung verneint ein Teil der 

koreanischen Lehre aufgrund bloßer Gesinnungsstrafe die Straf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Die deutsche Auffassung, welche den Strafgrund des Versuchs neu gestaltet wie 

Kohler und Zaczyk und dadurch die Stra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verneinen will, ist noch nicht in Korea eingeführt.  

Bezeichenderweise ist die irrige Annahme von garantenstellungbegründenden 

Tatsachen meistens in Korea als ein Fall der irrigen Annahme einer Gefärdung des 

Rechtsgutsobjekts angesehen. Dies führt zur Erweiterung der Strafbarkeit im Rahmen 

des untauglichen Versuchs. Wenn man aber diese Fallgruppe als untaugliches Subjekt 

behandelt, wie die außerste Mindermeinung,  dann kann die Strafbarkeit nach dem §27 

kStGB verneint weden. In Deutschland ist diese Fallgruppe als untaugliches Subjekt 

angesehen. Man kann hier eine Möglichkeit sehen, die zumindest einen Teil der 

Fallgruppe des untauglichen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nicht strafbar 

machern würde. Hierbei könnte man sich an den richtigen Sinn der Lehre vom Mangel 

am Tatbestand. Der objektive Versuchstatbestand erschöpft sich in der heute 

herrschenden Strarechtsdogmatik im Anfang der Ausführung. Andere objektiven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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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bestandsmerkmale sind völlig ignoriert. Man kann aber sehen, dass das Merkmal des 

untauglichen Subjekts  immer noch in Betracht kommt. Hier entsteht der Bedarf, dass 

die objektiven Versuchstatbestandsmerkmale je nach den einzelnen Delikten im 

Besonderen Teil aufgestellt werden müssen. Das Fehlen eines der objektiven 

Versuchstatbestandsmerkmale würde dadurch die Strafbarkeit als versuch verneinen. 

Nach der koreanischen herrschenden Meinung soll die Gefährlichkeit des 

Versuchsverhaltens auch für die Straf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maßgeblich sein. Diese Gefählichkeit könne auch dann vorliegen, 

wenn es an der konkreten Gefährdung eines Tatobjekts fehle. Die Gefählichkeit des 

Verhaltens ist nämlich stets die Gefählichkeit für ein Objekt, d.h. sie wird durch 

Tauglichkeit des Objekts mitbestimmt. So bleibt nun die Aufgabe, das gefährliches 

Unterlassen im Hinblick auf die drei Fallkonstellationen zu konkretisieren. Dabei 

bestätigt sich, dass die nachträgliche Prognose bei der praktischen Anwendung mit 

erheblichen Unsicherheiten behaftet ist. Die Leistungsfähigkeit dieser objektiv 

nachträglichen Prognose der Gefählichkeit stößt an Grenzen. Diese Schwächen der 

koreanischen herrschenden Meinung macht einen daran seriös zu denken, dass man die 

objektiven Versuchstatbestandsmerkmale außer Anfang der Ausführung neu aufstellen 

müsste.    

Key words: Der untaugliche Versuch beim Unterlassungsdelikt, Die Gefährlichkeit 

als Strafgrund des Versuchs, Die objektiven Versuchstatbestands-

merkmale, Die Verhältnisse zwischen Anfang der Ausführung und 

Gefährlichkeit des Verholt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