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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총칙과 각칙이 있다. 무엇을 하면 어떤 죄가 된다는 
규정은 각칙인데, 대체로 총칙 원리를 알면 독학할 수 있다. 이
에 비교해 일반 원리를 다룬 총칙은 좋은 길잡이가 절실하다.

형법총칙의 내용을 살펴보며 다음 명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책
의 목표다.

범죄란,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고,

3. 책임 있는 행위다. 

그 이해를 위해, 우선 형사절차 진행 모습을 살피며 형사법 공
부의 첫 단추를 끼우자.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1. 경찰,

2. 검사,

3. 법원이,

시간적, 절차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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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 한다. 형사구조론은, 형사법을 적용하고 실현
하는 절차에 관한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가 어떤 순서와 법적 효력을 가지
고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2. 	 법정에서의 공판

이 기본 구조를 모르면, 범죄와 형벌을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뜬구름을 잡는 격이 되기
에 십상이다.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형사구조론
Criminal Procedure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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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라 한
다. 형법은 다음을 정한다.

1. 	 무엇이 범죄인가?

2. 	 그것을 저지르면 어떤 형벌에 처하는가?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구성요건”이라 부른다. 이번 강의
에서는,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운다.

1. 	 구성요건에 해당해, 범죄로 될 수 있는 경우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성요건론
Theory of Constituen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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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
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되어 무죄
다. 이 폭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한다.

오늘은 현행법상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 	 위법성에 관한 형법 조문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2. 	 그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
을 배운다.

1. 	 위법성(불법성)이 있어, 범죄로 될 수 있는 경우

2. 	 위법성(불법성)이 깨져, 범죄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론
Theory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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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성요건, 위법성을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
성까지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즉,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있는 행위, 즉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2.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
게 자문한 결과 허용되는 행위로 답변을 듣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
다면? 또는,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폭행이라면? 

비난가능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책임론이다.

1. 	 형법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있는 행위”란 과연 무엇인지? 

2. 	 그것이 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불법한)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운다.

1. 	 비난가능성이 있어, 범죄로 되는 있는 경우

2. 	 비난가능성이 깨져,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책임론
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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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1. �문법상 작은따옴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 큰
따옴표를 사용했다.

2. �판례번호는 사건번호로 갈음해 표기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은 “2018도9828”라고만 표기했다. 단, 하급
심 판결은 법원명도 함께 표기하며 “○○지법”, “○○고법”으로 약칭하
되, 심급이 분명한 것은 “서울중앙” 식으로 앞부분만 표기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합”이라고 부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결정은 별도로 “전원재판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법정의견만 인용했다. 다만, 보충의견 중 일반론을 다룬 부분은 
“(보충)”이라 표시하고 함께 인용하기도 했다.

4. �실무상 굳은 표기법은 맞춤법에 어긋나더라도 관행대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비문이지만, 사법연수원 검찰서
류작성례 (2018) 교재 불기소이유서 주문 기재례에 따라 기재했다.

5. �법률명은 법제처 산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의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에 따른 약칭으로 표기했다. 죄명은 대검찰청예규 “공소장 및 불기소장
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표기했다. 단, 죄명이 법률명을 포
함할 경우, 법률명 부분은 약칭으로 표기하되,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6. �영문 병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과 대법원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를 기본으로 하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역한 용어도 있다. 영문 병기를 한 이유는, “외국인에게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 법률개념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이라는 저자의 신념을 담은 것이다.

7. �법령과 판례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되, 비문 교정 또는 간결한 표현 등을 
위해 저자가 수정한 부분은 “[ ]” 표시로 구별했다. 다만, 띄어쓰기는 별
도의 수정 표시 없이 맞춤법에 맞도록 교정했다.

8. �삽입한 법률서류는 실제 사건 양식을 참고하되, 인적사항과 구체적 내용
은 가공했다. 서류의 “(인)” 표시에는 필요한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이 책의 내용이 소속 기관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 법리는 오로지 통설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하였다. 쟁점에 관
한 개인적인 주장 또는 견해는 철저히 배제하였다. 

일러두기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
다. 책이 두꺼워져 더는 누워서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책 내용도 처음부터 법
학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름 변경이 아쉬운 분들도 계
시겠지만, 오래된 생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듯, 인생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교실이 없다. 곧 여
러분들은 무엇이든 가장 어려운 것을 항상 요구받게 될 것이다. 

형사법 강의는 명칭이 무엇이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순서로 짜여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 전체의 원리와 단절한 채 특정 단계만을 공부해서
는 안 된다. 법학은 절대로 게임처럼 1단계를 깨고 2단계로 나가듯 공부할 수
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형법총론 수업 첫날, “범죄 후 처벌규정이 없
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 면소는 형사소송법을 공부
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유익하다. 준비는 언제나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 링컨은 나무를 자를 6
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법학 입
문 과정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
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이 책을 2~3바퀴 정도 읽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친다면, 그러한 강약조절을 통해 
앞으로의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때 이미 당신을 위한 이 
책의 목표는 다 이룬 셈이다.

그동안 개정 작업이라는 핑계로 가사에 시간을 못 쏟는데도, 항상 응원해 주
시고 아이들을 돌봐 주신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께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항
상 다음 3가지를 중심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문, 판례, 강약조절.

이것이 수험법학의 전부고, 합격의 유일한 방법이다.

2019년 6월  지 은 이

제5판 머리말



추천의 글

최순용  |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우리나라의 사법 관련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여 교육하고 어떻게 적재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법 운용을 도모할 것인가에 관하여 요즈음
처럼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던 적이 없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시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
만, 정작 그 와중에 법조계의 종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과 첫 번째 펭귄 신
세가 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이를 지켜보는 
기존 법조인들로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는 혼란에 대한 일종의 안도감과 후
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법조 인력의 선발과 충원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률교육 시스템과 그 콘
텐츠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
에서 출간된 이 책 “법학 입문”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꼭 필요한 작업물이
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존의 법률 서적에서는 볼 수 없던 서술방식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을 오가며 적절한 도표, 사진, 결정례, 판례를 비롯
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간 우리 법학계는 이론을 위주로 한 소위 “개념법학”의 함정에, 실무계는 
판례만을 지상명령으로 삼아 기초이론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의 함정에 빠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은연중 상호 반목이 있어 오기까지 했다.

살아 움직이는 치열한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당연
히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법학은 있
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한 이 책의 구성은 
매우 올바른 것이다. 



글을 써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겠으나, 글을 “쉽게” 쓰는 것
은 “어렵게”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읽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은 다른 어떤 법률 서적보다 쉽게 쓰여 있어 법학 입문자부터 실무 종사
자들, 나아가 법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많
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창적인 책을 써낸 저자의 전문적 내공
과 그간의 집필 과정에서 기울였을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형사법을 다루는 법조인이라면 법철학적 사고방식과 이론을 어떻게 범죄 현
실에 구현해 낼 것인지, 반대로 범죄자를 단죄하거나 변론할 때 자칫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책은 깊이 있는 형사법 이론과 수사기관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 형사법
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망라하고 이를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솜씨 좋게 직
조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실력과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면서, 독자들에게 이 책
의 일독을 감히 권유하고자 한다.



현경훈  |  서울대 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하나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모든 것을 담은 실무적 교양서. 이 책은 하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김유나  |  서울대 법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간결한 도식과 실감 나는 사건기록이 내용 곳곳에 있어서 수사와 공판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본에서 응용으로”라는 목표에 충실한 총 9개 테마에
는 그 내용에 꼭 들어맞는 그림을 각각 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명화가 들
어가 있는지 보석 찾기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강성진  |  경희대 법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법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거나,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무를 경험하지 않
은 사람이, 기존의 법학 서적으로 실제 형사절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영
어를 문법책으로 배우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이 책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실제 형사절차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감히 
추천한다.

김대영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법학의 방대한 이론을 필자의 실무적 경험과 접목하
여 체계적이고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법학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친절하게 쓰여 있다는 것이다. 정통 법학 이론
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실용적이다. 또, 대중도 볼 수 있게 만든 
법률 서적이지만, 학문적 깊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만인의 연인”
과도 같은 매력을 가졌다.

임성현  |  변호사, 현대자동차(주) 법무팀
법을 처음 접하곤 한 뼘 남짓 두께의 법학 기본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막막했
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였다. 참으로 떼기 어려운 법학 공부의 
첫걸음을 잘 내딛게 하는 책이 여기에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입문
자들이 법학의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한다.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 한다. 형사구조론은, 형사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가 어떤 순서와 법적 효
력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2. 법정에서의 공판

	 	이 기본 구조를 모르면, 범죄와 형벌을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뜬구름을 잡는 격이 
되기에 십상이다.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Pierre-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 1808, 
Oil on canvas, 244×294cm

제1강

형사구조론
Criminal Procedure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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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Difference�between�Civil�Case�&�Criminal�Case

형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민사는 머리가 아프다. - 손호영 판사, “손호영의 로하우”

민사사건 
개념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예를 들어,

1. “계약한 대로 돈을 얼마 달라.”

2. “등기를 이전해 달라.”

3. “내 땅 위의 건물을 철거하라.”

4. “치료비, 위자료를 달라.”

관계자
기본적으로 원고(plaintiff) 대 피고(defendant) 구조다.

민사

VS원고 피고

2014다34041: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의 기
본원칙이[다.] 

1. 원고는 자신(원고)이 주장하는 권리근거사실(예: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사가 보기에 잘 모르겠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98다36351: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
장하는 자[→원고]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피고는 자신(피고)이 주장하는 권리장애사실(예: 계약이 무효임), 권리소멸사
실(예: 이미 변제했음), 권리저지사실(예: 이행기한을 연장받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사가 보기에 잘 모르겠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014헌바202: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피고]는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또
는 권리저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민사

VS원고 피고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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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원고, 피고)는 보조자로 소송대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을 
쓸 수 있다. 

민사
VS

소송
대리인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1.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쓸 것인지 선택은 자유다(변호사 비강제주의). 

2010다15363: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다.] 

2. 그러나 만약 쓴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attorney-at-law)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호사대리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형사사건
개념
쉽게 말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예를 들어,

1. “사기죄를 지었으니 징역형에 처한다.”

2. “도박죄를 지었으니 벌금형에 처한다.”

3. “살인죄의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할 수 없다.”

4. “폭행을 했지만 상호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5. “음주운전은 처벌받는다.”

관계자
기본적으로 검사(prosecutor) 대 피고인(the accused; defendant) 구조다. 

검사

형사

VS 피고인

2009도7436전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

4289(1957)형상320: 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공소당사자인 지위에 [있다.]

주의: 피해자 대 가해자 구조가 아니다. 피해자는 검사, 경찰 등에 처벌을 요청할 
뿐이다. 즉,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2009도6058전합: 형사소송법상 ...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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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예: 사람을 살해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검사

형사

VS 피고인

범죄사실

2.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피고인)의 무죄사실(예: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
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판사가 보기에 잘 모르겠으면, 범죄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즉 무죄다.

84도796: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

[다만,] ...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
죄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다. 
그러]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피고인은 보조자로 변호인(defense counsel)을 쓸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쓸 것인지 선택은 자유다(변호사 비강제주의). 

2. 다만, 몇몇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한다(필수적 변호).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
이 개정하지 못한다. ...

어떤 경우가 필수적 변호사건인지는 차차 배우자.

3. 변호인을 만약 쓴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attoney-at-law)만 변호인이 될 
수 있다(변호사대리 원칙).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검사
형사
VS

변호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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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와 구별
배경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민사와 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
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하자.

민사 문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원고(plaintiff)가 되어,

2. 가해자를 피고(defendant)로 삼아,

3. 법원 앞 소장(written complaint) 제출을 통해, 

4. 소제기

형사 문제
형사적으로는, 검사가 “가해자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소추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검사(public prosecutor)가,

2. 가해자를 피고인(the accused)으로 삼아,

3. 법원 앞 공소장(written prosecution) 제출을 통해,

4.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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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판
Investigation�and�Trial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힘(권력)을 가진 검찰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권(명예)까지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양삼승,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수사
개념
수사(investigation)란? 

1.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법원에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판단하기 위해,

3. 범죄사실 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4.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5. 범인을 찾아 가두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과정). 

98도3329: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수색]·확보[→체포, 구속]하고 증거를 수집·보전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압수, 수색]하는 수사기관[→검사,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2007다2145: 수사기관[→검사,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법원에 처벌을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절차의 밀행성

2014도11441: 수사기관[→검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 피의자 등이 증거자료를 인멸하
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 또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
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규문주의 구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궁하는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 구조다.

2007다2145: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수사기관

수사

피고인

규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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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1. 수사기관(investigative authority): 검사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2. 지휘관계(investigation direction): 수사에 관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공판
개념
공판(trial)이란?

1.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

2. 유죄판결을 내릴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판단하기 위해,

3.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 측의 방어에 따라,

4. 처벌을 요구받은 법원이,

5.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과정).

2016도18031: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이다.]

2007다2145: 법원은 ...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공판절차의 공개성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2015도11696: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술]변론에 의하
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술]로 하여야 하[는](제275조의3) ...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폐쇄된 벽 안과 지붕 밑에서는 아무도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Binnen 
geschlossenen Wänden und unter Dach soll niemand Urteil finden; 
Inside closed walls and under roof no one should make a judgment).



8 제1강  형사구조론

당사자주의 구조(기본)
마치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듯, 형사소송도 기본적으로는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로 대립하는 구조다. 즉,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구조다.

96헌바28: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이다.

2009도7436전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
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

공판

피고인

법원

당사자주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한다(Man muß den einen 
hören und auch den anderen; A judge must hear the one and the 
other).

직권주의 구조(보충)
그러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1. 민사소송: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실제로는 매
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법원은 진술한 그대로 사실인정을 해야만 한다.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있다.

82다카1258: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채용하고 있
[다. 따라서]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이] 이와 배
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기속을 받는[다.]

2. 형사소송: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실제로는 살인을 안 했는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법원에게 주도권이 있다.

2005도9729전합: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다.]

이처럼,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보다는 완화되어 있다. 
즉,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로 보충을 받는다.

2015다200111전합: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 공판절차에서 직권증거조사 등 직
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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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95조 및 제296조 제2항]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
하여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다. 이것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다.

검사

공판

피고인
당사자주의

(기본)

직권주의
(보충)법원

검사
수사의 주재자
검사(prosecutor)는 수사를 주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08도11999: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었다. 이를 통해,] 검사에게 ... 철저
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웠다. 그와] 동시에 ... 수사주재자로
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형사소송법 제196조) ...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수사의 종결자
검사는, 

1. 피의자를 추궁하고, 

2. 참고인 진술 등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3. 다음 처분을 내리며,

4. 수사를 종결한다.

기소

불기소

무죄 등

검사의 
처분

수사절차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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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기소(prosecution) 처분: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법원에 공소장
을 제출하며 수사를 종결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불기소(non-prosecution): 반대로 혐의가 없는 등 경우에는, 공소장을 제
출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며 수사를 종결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 공소를 ... 제기하지 아니하
는 처분...[을] 한 때에는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3. 죄가안됨: ...
4. 공소권없음: ...
5. 각하: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무엇인지는 차차 배우자.

소결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수사를 진행한다.

1. 검사는 수사를 마치고,

2.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disposition)을 한다.

법원
공판의 주재자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court)은 공판을 진행한다.

2008도7917: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
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판의 종결자
법원은, 

1. 쌍방(검사, 피고인 측) 주장을 듣고,

2.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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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판결을 선고하며,

4. 공판을 종결한다.

무죄 등

유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수사절차 공판절차

기소

불기소

즉,

1. 유죄판결(judgment of guilt): 범죄(범인)라는 확신이 서서 처벌하는 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무죄판결(judgment of not guilty): 범죄(범인)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 처벌
하지 못하는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판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결
유죄판결 여부를 판단하려고 공판을 진행한다.

1. 법원은 공판을 마치고,

2. 유죄, 무죄, 또는 그 밖의 판결(judgment)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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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Institution�of�Public�Prosecution

묻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는다. - 전창렬 변호사

개념
공소제기
기소(prosecution):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기소를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공소제기 권한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권한은 오직 검사(public prosecutor)에게만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015도3682전합: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
는 소송행위[다.]

검사와 법원의 역할
1. 검사(public prosecutor):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보고 “심판을 해 달

라”고 할 뿐이다. 즉, 검사가 직접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2. 법원(court):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즉, 법
원 혼자서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소추 없이 판결 없다(nemo iudex sine actore; Wo niemand klagt, darf 
niemand richten; no judgment without actor; 不告不理).

공소제기의 방법
공소장 제출
1.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제기(institution of lawsuit)하는 것처럼,

2.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한다.

구체적으로, 

1. 민사 소제기 = 원고가 법원에 소장(written complaint)을 제출

2. 형사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written prosecution)을 제출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도3682전합: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
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둠으로
써 [i]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ii]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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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수 신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조도춘  조도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김가해(800123-1234567), 39세

              직업  회사원, 02-909-9090, 010-1234-5678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죄    명    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구속여부    2018. 6. 21. 구속 (2018. 6. 20.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고

소인 배지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2회 때려 고소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통

  3. 국선변호인선정결정 1통

  4. 피의자수용증명 1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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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기재 내용
1. 피고인 관련사항: 인적사항, 죄명, 적용법조 등

2. 공소사실(facts charged): 6하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 무엇을 절취하였다”는 식으로만 간략히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범죄 시간, 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고, 사실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1.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시키는 의미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하여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2013도12803: 공소사실의 기재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무엇일까?] [i]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ii]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장의 첨부서류
1. 민사소송 소장에는 첨부서류로 증거(evidence)를 낸다.

2. 이에 비해, 형사소송 공소장에는 첨부서류로 증거는 낼 수 없다. 

3. 따라서 만약 형사 공소장에 첨부서류가 있더라도, 그것은 증거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
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
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위 조항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이처럼, 증거는 공소제기 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판절차에서 낸다. 이것
을 공소장일본주의(principle of written prosecution only)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
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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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를 둔 이유는?

1. 예단배제(free from prejudice): 법원이 처음부터 공소장을 보고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2. 공판중심(trial-focused): 수사가 아니라 공판이 법원 판단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2도2957: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
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
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
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본다. 그럴]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
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
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가? 그렇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다.

2009도7436전합: [만약]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제기의 효과
머리에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가?

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예를 들어,

1. 갑이 2018. 3. 3.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2018. 4. 3.에 절도죄를 저질렀다.

2. 그런데 검사가 갑을 2018. 4. 3.자 절도죄에 대해서만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
했다.

3. 그렇다면, 실제로 판사가 갑의 살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오직 절도죄 여부
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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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지위
공소제기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 범죄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suspect)라 하고,

2.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accused; defendant)이라 한다.

목격자, 피해자 지위
공소제기로, 참고인은 증인 지위에 놓인다. 즉, 목격자나 피해자는,

1.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인(person for reference)으로 소환된다.

2. 공판단계에서 법원에 증인(witness)으로 소환된다.

절차의 주재자
공소제기로, 법원이 절차의 주재자로 된다.

1.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2. 법원은 공판의 주재자.

관계와 구조 변화
공소제기로, 절차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1. 규문주의 구조: 수사기관(조사자), 피의자(조사를 받는 자)의 2면 관계였다.

2. 당사자주의 구조: 법원(판단자), 검사(공격자), 피고인(방어자)의 3면 관계다.

추궁

공방

진술 증언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증인

공소제기

범죄사실
범죄사실(facts constituting a crime)을,

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사실(facts suspected)이라 부르고,

2.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facts charged)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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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피의사실을 인정하나요?”라 묻는다.

2.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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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Commencement�of�Investigation

왜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냐고 112 근무자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자의 차를 조사해보시오. 거기서 피를 봤으니까.” -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입건
개념
입건(book)이란? 

1. 범죄혐의에 관한 사건이,

2. 검찰청 또는 경찰서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3. 정식으로,

4. 수사를 개시하는 것

피의자
“입건됐다”란? 피의자(suspect)로 수사(investigation)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내사(입건 이전의 조사)
개념
내사(internal investigation)란?

1. 범죄에 관해 풍설, 진정, 첩보 등이 있을 때, 

2. 입건을 하기 전에,

3. 먼저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것

혐의자
내사는 아직 수사 이전 단계다. 따라서 내사의 대상을 피의자라 부르지 않고, 
(피)혐의자(피내사자; suspect of internal investigation)라 한다.

추궁추궁

공소제기입건

공방

수사절차내사절차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혐의자

법원검사/경찰검사/경찰



19제1강  형사구조론

수사 단서(입건 원인)
개념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 즉 입건 원인을 수사 단서(clue)라 한다.

사례
고소, 고발, 자수, 범죄인지 등이 수사 단서다. 즉, 이런 것들로 수사가 개시된다. 

1. 범죄인지(recognition):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
단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39조(범죄인지)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
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008도12127: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소(complaint), 고발(accusation), 자수(self-denunciation): 수사기관 
등에게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④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
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4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 제42조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자수의 경
우에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

여기서, 고소, 고발, 자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고소: 피해자가 “범인(가해자)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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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3. 자수: 범인이 “범인(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

형법 제52조(자수...)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비교: 신고는? 말 그대로 경찰 등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릴 뿐이다. 고소, 
고발, 자수는 신고와 다르다. 즉, 112로 전화거는 것은 고소, 고발, 자수가 아
니라, 단순한 신고다.

행위자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

신고 누구든지 ×

고소 피해자 ○

고발 제3자(누구든지) ○

자수 범인(자신) ○

내사와 수사의 관계
고소, 고발 사건 경우

추궁

기소고소/고발

공방

수사절차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일반인

법원검사/경찰

1. 내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2. 곧바로 입건되어,

3. 수사단계로 진행한다.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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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건(단순 신고 사건 등) 경우

추궁

기소

공방

수사절차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

법원검사/경찰

추궁

입건

내사절차

혐의자

검사/경찰

단순 신고

일반인

1. 내사단계를 거쳐,

2. 범죄인지가 되면 입건절차(내사종결)를 밟아,

3. 수사단계로 진행한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
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
여야 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
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문제점
1. 수사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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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입건절차(범죄인지
보고서 작성 등)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너는 피의자
가 아니다.”라 해도 되는가? 즉, 수사기관이 혐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가?

3. 수사와 내사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
울할 수 있다.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
그래서 수사와 내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substantial)로 구별한다. 즉,

1. 형식적으로 입건절차를 안 거쳤더라도, 

2. 실질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한 이상,

3. 형사소송법상 “수사”로 본다. 즉, 조사받는 사람에게 피의자 지위를 인정해, 
보호한다.

2008도12127: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 작성]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
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14도5939: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언제
부터 인정되는가?]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검찰 수사와 내사
검찰사건의 분류
검찰사건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내사사건(⊄수사절차): 사건번호는 “2019년 내사 제12345호” 식

2. 수사사건(⊂수사절차): 사건번호는 “2019년 수제12345호” 식

3. 형사사건(⊂수사절차): 사건번호는 “2019년 형제12345호” 식

위 검찰실무 용어는 일상에서 쓰는 용어와 약간 차이가 있다.

검찰 내사사건(⊄수사절차)
내사사건 개시(내사번호 수리) 사유? 즉, 내사사건은 왜 하나?

1. 아직 범죄인지까지는 안 되었지만,

2.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결국, 내사사건은 수사절차로 갈지 판단하기 위해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
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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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사건 종결 유형? 즉, 내사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1. 입건 → 형사사건화(⊂수사절차화)

2. 등록 → 수사사건화(⊂수사절차화)

3. 혐의없음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
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
6. 등록 /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수제번호를 기재한다.

검찰 수사사건(⊂수사절차)
수사사건 개시(수제번호 수리) 사유? 즉, 수사사건은 왜 하나?

1. 아직 형식적인 입건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지만,

2.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결국, 수사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갈지 판단하기 위해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2(수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1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2(수사사건의 수리)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수사사건 종결 유형? 즉, 수사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1. 입건 → 형사사건화

2. 혐의없음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 이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

검찰 형사사건(⊂수사절차)
형사사건 개시(형제번호 수리) 사유? 즉, 형사사건은 왜 하나?

1. 형식적인 입건을 하면서도,

2.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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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건은 형사소송으로 갈지 판단하기 위해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
3.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이다.
검사의 
처분

검찰 수사절차경찰 수사절차

송치

경찰의
처리

형사사건 종결 유형? 즉, 형사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1. 기소 → 형사소송화

2. 불기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소결
1. 검찰이 고소, 고발을 접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된다.

무죄 등

유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공판절차검찰 수사절차

형사사건 형사소송

기소

불기소

고소/고발

피해자/제3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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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이 등록, 입건해도,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된다. 

무죄 등

유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공판절차

검사의 
처리

검사의 
내사종결

검찰 내사절차 검찰 수사절차

내사사건 수사사건 형사사건 형사소송

기소

불기소

입건

혐의없음 
등

등록

혐의없음 
등

경찰 수사와 내사
경찰사건의 분류
경찰사건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내사절차: 접수번호는 “2019-50505호” 식.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접수번호만 있다.

2. 수사절차: 사건번호는 “2019-98765호” 식 

경찰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내사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
우가 있다.

경찰 내사절차
내사절차 개시 사유? 즉, 내사절차는 왜 하나?

1. 아직 범죄인지까지는 안 되었지만,

2.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결국, 내사사건은 수사절차로 갈지 판단하기 위해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28조(범죄의 내사) ①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
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내사절차 종결 유형? 즉, 내사절차는 어떻게 끝나나?

1. 입건 → 수사절차화

2. 혐의없음 등



26 제1강  형사구조론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
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
여야 한다. ...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

는 경우

경찰 수사절차
수사절차 개시 사유? 즉, 수사절차는 왜 하나?

1. 형식적인 입건을 하면서도,

2.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이러한 수사절차는 형사소송으로 갈지 의견제공을 위해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39조(범죄인지)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
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수사절차 종결 유형? 즉, 수사절차는 어떻게 끝나나?

1. 기소의견 송치 → 검찰사건화

2. 불기소의견 송치 → 검찰사건화

경찰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
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소결
1. 경찰이 고소, 고발을 접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된다.

무죄 등

유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검찰 수사절차 공판절차

피해자/제3자의
조치

수사절차
(경찰)

형사소송

경찰 수사절차

송치

경찰의
처리

기소

불기소

고소/고발

형사사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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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이 입건해도,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된다. 

무죄 등

유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검찰 수사절차 공판절차

경찰의 
내사종결

경찰 내사절차

내사사건
(경찰)

수사절차
(경찰)

형사소송

경찰 수사절차

송치

경찰의
처리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등

입건

형사사건
(검찰)

입건 전 경찰 내사도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인 조사를 한 후, 기소될 만한 사건만 선별해 입건 절차(범죄인지서 작성)를 거치
는 경우가 있어서다. 왜 이런 관행이 있는가? 불기소될 사건을 입건하는 것은 무
의미하고, 입건을 안 하는 것이 혐의자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

범인의 지위 변화
내사를 거치는 사건
일반인 → 혐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죄인

1. 내사 개시: 일반인 → 혐의자

2. 수사 개시: 혐의자 → 피의자

2008도12127: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
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
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제기: 피의자 → 피고인

2002헌바104: 피의자[는] ...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그 신분이 피고인으로 변경...

의자가 고인으로 된다.

4. 유죄확정: 피고인 → 죄인

2016도2123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
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
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의심스러우
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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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사건
일반인 → 피의자 → 피고인 → 죄인

1. 고소, 고발: 일반인 → 피의자

2. 공소제기: 피의자 → 피고인

3. 유죄확정: 피고인 →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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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사
The�Police�and�The�Prosecutor

검사는 팔 없는 머리와도 같다. - Claus Roxin

복습: 송치사건과 직수사건
송치사건
다음 경우, 경찰 단계부터 수사가 시작한다.

1. 경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

2. 경찰이 범죄인지

이 경우, 

1. 일단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앞서 본 송치(transfer)다.

2. 경찰송치사건, 줄여서 송치사건(transfered case)이라 한다.

송치사건은 2종류가 있다.

1. 경찰고소고발사건: 경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추궁

공방

기소송치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

법원검사

추궁

피의자

경찰

일반인

“형사사건”
(형제번호)고소/고발

경찰 수사절차 검찰 수사절차

수사× 수사○

(사건번호)

2. 경찰인지사건: 경찰이 범죄인지한 경우

추궁

공방

기소송치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

법원검사

추궁

피의자

경찰

추궁

경찰 내사절차

혐의자

경찰

“형사사건”
(형제번호)입건

경찰 수사절차 검찰 수사절차

수사×(?) 수사○

(사건번호)(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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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사건
다음 경우, 검찰 단계부터 수사가 시작한다.

1. 검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

2. 검찰이 범죄인지

이 경우,

1. 경찰수사단계가 없다. 그래서 송치도 없다. 검찰이 바로 수사한다.

2. 검사직수사건, 줄여서 직수사건(direct case)이라 한다.

직수사건은 2종류가 있다.

1. 검찰직고소고발사건, 줄여서 직고소사건(direct accusation case): 검찰청
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추궁

공방

기소고소/고발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

법원검사

일반인

“형사사건”
(형제번호)

검찰 수사절차

수사○수사×

2. 검찰직접인지사건, 줄여서 인지사건(direct recognition case): 검찰이 범
죄인지한 경우

추궁

공방

기소입건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피의자

법원검사

추궁

피의자

검사

추궁

검찰 내사절차

혐의자

검사

“내사사건”
(내사번호)

“형사사건”
(형제번호)

“수사사건”
(수제번호)등록

입 건

검찰 수사절차

수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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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1.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 하는 최초 수사를 초동수사(first investigation)

라 한다. 초동수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2. 그러다 보니, 실무상 검찰사건의 대부분은 송치사건이다.

경찰
조직과 사명
경찰(police officer)은 행정부(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 경찰청 산하 지방
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근무한다.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사법경찰의 개념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경찰(administrative police): 범죄 발생 전, 치안, 정보, 보안, 작전, 교
통 등을 맡아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범죄 예방은 행정경찰 영역이다.

2. 사법경찰(judicial police; 수사경찰; investigative police): 범죄 발생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 구속 집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를 하는 경찰.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 영역이다.

주의: 경찰조직(경찰청)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는 않다. 어떤 경찰이 경찰서 내
에서 맡은 담당 직무가 수사인지 수사 외인지에 따라 위와 같이 나뉠 뿐이다. 형
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찰은 사법경찰이다.

사법경찰의 종류
사법경찰은 다시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과 사법경찰리(judicial 
police assistant)로 나눌 수 있다.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수사기관. 즉, 수사권이 있다. 단, 검사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
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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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경찰리(경사 이하): 수사의 보조기관. 즉, 수사권이 없다. 또한, 검사와 사
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
조를 하여야 한다.

검찰
조직과 사명
검사(prosecutor)는 행정부(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 등
에서 근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등] ...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
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사법부 아니다.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
1. 검사는 단독관청이다. 즉, 검사 1인 자체가 1개의 국가기관(administrative 

agency)이다. 즉, 검사 1인이 수사기관이자 공소제기기관이다.

예: 공소제기를 ○○지방검찰청 또는 검사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
◇◇ 명의로 한다.

2. 검사의 직급, 계급은? 검찰총장(the Prosecutor General)과 검사로만 나
뉜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 외에는 검사들 간 직급, 계급 차이가 없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급자와 하급자 개념은 있다. 즉, 평검사(일반 검사, 수석검사 
등), 간부급 검사(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체계는 있다.

형사절차에서의 역할
각 검찰청에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있다. 

검사는 정기적으로(몇 달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지역 또는 소속 부서를 이전한
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검사로도, 공판검사로도 일정 기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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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prosecutor for investigation)는,

1. 검찰청 내 형사부 등에 소속되어 있다. 

2.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를 하고, 

3.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도 결정한다. 즉, 공소제기(institution of 
prosecution)는 수사검사의 역할이다.

강우석, 정선영 (제작), 강우석 (감독). (2005). �
공공의 적 2 [영화]. 서울: 시네마 서비스

사진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수사검사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정상참작사유]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판검사(prosecutor for trial)는,

1. 검찰청 내 공판부 등에 소속되어 있다. 

2. 수사검사가 기소를 통해 수사를 종결시키면, 이제 공판검사가 그 사건을 이
어받는다. 

3. 공판절차 당사자 지위에서 형사소송에 관여한다. 즉, 공소유지
(sustainment of prosecution)는 공판검사 역할이다.

김우택, 정문구 (제작), 양우석 (감독). (2013). �
변호인 [영화]. 서울: 위더스필름, 서울: 윌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지만, 사진은 공판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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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
여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
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송무검사(prosecutor for litigation)도 있다. 형사소송, 수사와는 직접 관계는 
없다. 행정소송, 국가소송에서 국가, 행정청의 소송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
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수사검사] 및 그 유지[→공판검사]에 필요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송무검사]

소속 상급자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범위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체의 일원이다. 하나의 
통일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찰
총장

좀더 상급자인
검사

더 상급자인 검사
상급자인 검사

검사

직급: 검사

직급: 검찰총장

신분: 검사

1. 검사는 검찰조직 내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direction), 감독
(supervision)을 받는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
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2. 그러나 검사는 단독관청이므로,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autho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은 어디까지나 사건을 처리하는 개개 검사에게 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4두45734: 원래 ...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검찰청법 제7조
[가]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이 2004. ...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완화[됐다. 그와] 아울러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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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권 근거와 한계는?

1. 전국 각지의 어느 검찰청 또는 어느 검사가 담당하든, 구속이나 기소가 동일
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즉, 검찰권 행사의 통일과 균형을 
잡자는 뜻이 있다.

2. 그러나 각종 정치사건에서 검찰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범위
검찰 조직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즉,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지휘, 감독해도 되는가?

1.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해도 된다. 구체적 사건에 관
해 지휘, 감독해도 된다.

2.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아닌 검사: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해도 된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 감독할 수는 없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

검찰
총장

좀더 상급자인
검사

더 상급자인 검사
상급자인 검사

검사

법무부
장관

구
체

적
 지

휘

구체적 지휘

일반적
지휘만

권한과 책임은 
각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란? 

1.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 처리의 일반 기준에 관해 방침을 세우거나, 법령해석
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을 발령하는 경우다. 
규정을 무작위로 몇 개 보자.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
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
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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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 제11조(내사·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구속수사 기준 등) ① 검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엄정
하고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7조(컴퓨터 등 압수·수색)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가
능하면 프린터 출력물이나 저장장치만을 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컴퓨터 본체
를 압수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
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2. 만약 법무부장관이 거기서 더 나아가 개별 검사가 취급하는 특정 형사사건
에 개입하면? 위법하다.

검찰수사관
1개의 검사실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월평균 수백 건 정도다. 검사 혼자서 그 
많은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다. 검사실에 1~2명의 검찰수사관을 배치하여, 
피의자신문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조한다.

실무상 검찰수사관은 “계장” 직급이 많다.

수사지휘 관계
개념
1. 경찰은 

2. 모든 수사에 관해 

3. 검사의 지휘(investigation direction)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지휘관계의 근거
1.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다. 검사 지휘를 통해, 수사의 쟁점

을 정리하여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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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무원보다 신분이 강하게 보장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라도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수사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
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
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3. 범죄수사를 하는 검사와 달리, 경찰은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치안)
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이 높아진다. 
다른 기관이 이를 감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인권침해 방지에 유리하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권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능도 있다.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
이 있다.
1. 범죄수사, ...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
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검사도 수사권(수사개시권)이 있고, 경찰관도 수사권(수사개시권)이 있다. 따
라서 만약 지휘관계가 없으면, 중복수사 위험이 높아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
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
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
을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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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
1. 검사 → 경찰관: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해도 된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 

감독해도 된다.

2. 검사 → 경찰리: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해도 된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 
감독해도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
이 있다.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강릉2007고합6: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우리 법체계는 [다
음과 같은 제도를 입법적으로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로
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일반
적 지침 또는 일반적·구체적 지시와 지휘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을 법적으로 
조정·통제[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그 결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
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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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 관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별도로 검찰, 경찰을 두지 않고 수사기관
을 1종류로 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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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검사는 공판을 전담한다.

2. 일본: 수사를 경찰과 검사가 한다. 상명하복이 아닌 협력관계다.

3. 독일: 수사를 주로 경찰이 한다.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위해 검찰지휘 없는 경찰수사가 필요하다
는 입법론이 있다. 경찰수사권독립론이라 한다. 

사건의 송치
수사종결권?
수사종결이란? 기소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서, 수사를 마치는 것이다. 

1. 기소하며 수사종결하거나,

2. 불기소하며 수사종결한다.

그런데, 공소제기는 검사의 배타적(exclusive) 권한이다. 경찰은 기소 여부를 결
정하는 권한이 없다. 즉,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경찰의 송치의무
수사종결권 없는 경찰로서는,

1. 사건을 바로 법원으로 넘겨서도 안 되고,

2. 사건을 자체적으로 덮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진상을 파악한 후, 사건을 반드시 검찰청으로 넘겨야만 한다. 즉, 경찰 단
계에서,

1. 입건(book)된 이상,

2. 반드시 송치해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

수사 수사
불
기
소

공판

송치 기소

예외가 있다. 일부 경미사건은 즉결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검찰 송치 없이 법
원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判
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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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
구한다.

즉결심판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의 의견제시
1. 경찰은 송치(transference)를 통해 사건 기록(수사서류), 압수물 총목록 등

을 검찰로 넘긴다.

이 기록의 표지를 사건송치서라 부른다.

서울남부지
방검찰청

사건과장 2019. 6. 28.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인) 2019년 형제12345호 조도춘 (인) 전결 (인)

서울양천경찰서

제 2019-030303 호 2019. 6. 28.

수 신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구  속   김 가 해 (金 加 害) 2019-008765 2019-0777 2019-031322

죄    명 상해

발각원인 인지

접    수 2019-15233(2019. 6. 20.)

체포구속 2019. 6. 20.(현행범인체포)

석    방

의    견 기소(구속)

증 거 품 없음

비    고

서울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총경 최 서 장   (인) 

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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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때 경찰은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사건송치서에 의견서 형태로 첨부한다.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김  가  해  ( 金 加 害 ) 직업  회사원

주민등록번호 : 800123-1234567     39세

주        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 록 기 준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2014. 8. 13.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6.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8. 8.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권없음

피의자는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고소인 배지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2회 때려 고소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바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 정피해와 참고인 한목격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사실 인정되어 기소의견임

2019. 6. 28.

서울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 주 임 

정피해에 대한 진술조서, 한목격의 진술서, 김가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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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
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3
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 제8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제82조 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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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Non-compulsory�Investigation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 - 라틴 법언

임의수사의 개념
수사방법의 재량성
경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수단,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사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수사(investigation)는 다음 2가지로 나뉜다.

1. 강제수사(compulsory investigation): 체포, 구속, 압수, 수색처럼, 강제
처분(compulsory measures)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non-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구속, 압수 등)는 예외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005도681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임의수사 사례
임의수사 방법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살펴보자.

1. 피의자신문: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

2013모160: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참고인조사: 참고인(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

범죄수사규칙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의동행: 피의자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함께 이동하는 것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임의동행)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
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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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개념
피의자신문(interrogation of suspect)이란? 

1. 검사 또는 경찰이,

2. 진실을 알기 위해, 

이처럼 진실을 알기 위해 캐어 묻는 것을 “신문”이라 한다. 물을 신(訊)이다.

3.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출석한,

4. 피의자로부터,

5. 진술을 듣는 것.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영화에서 경찰, 검사가 피의자를 앞에 앉혀 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을 물으면서 추궁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피의자신문을 묘사한 것이다.

의의
피의자신문 왜 하나? 피의자가 사건의 경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 진술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2. 피의자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다.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석하게 하는 방법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데려 와야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데려 오나?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신문할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면 된다.

2016모160: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
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
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을 위해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다. 그러
나 그 경우에도 체포, 구속이 강제수사인 것이지, 피의자신문이 강제수사인 것
은 아니다. 현행법상 어느 누구의 진술도, 어떤 이유에서든,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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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니한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2. 체포, 구속 안 된 피의자는 제 발로 찾아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 부른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러 조사한다.

출석요구서

(피 의 자)

제 2019-02345 호

귀하(닉네임-명예훼손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건(피해자 김애먼)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9. 7. 19. 14:30에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과 그 밖에 귀

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

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

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2019. 6. 30. 일간베스트 짤방-일베저장소에 ‘이태원 AA아파트에 사는 김애먼은 게이(동성애자)

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요구서 수령시 우선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이버수사4팀(☎02-700-1234)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

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  7.  12.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최 말 동 (인)

사건담당자 경사 김 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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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불러 조사한다.

출  석  요  구  서

귀하(닉네임-명예훼손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9. 8. 5. 오전 10

시에 우리청 805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2019. 6. 30. 일간베스트 짤방-일베저장소에 ‘이태원 AA아파트에 사는 김애먼은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출석요구서를 발송합

니다. 요구서 수령시 우선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

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

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02-3219-1234, 담당자 수사관 이개장)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

포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강 철 중  (인)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신문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피의자신문조서(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라 한다. 피의자신문을 했으면, 반드시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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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
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왜 작성하나?

1.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던 피의자가, 나중에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또는, 부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피의자나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
실관계를 망각할 우려가 있다.

3. 이 때 준비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조사(피의자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김가해

위의 사람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20. 17:30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주임은 사법경찰리 순경 김수로를 참여하게 하

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김 가 해  ( 金 加 害 )

     주민등록번호는 800123-1234567   (39세)

     직업은   회사원

     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직장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02(문래동)

     연락처는 자택전화 02-123-4567   휴대전화 010-1234-5678

              직장전화 02-909-9090   전자우편(e-mail) : offender_kim1980_fake@gmail.com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48 제1강  형사구조론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김가해

위의 사람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20. 17:30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주임은 사법경찰리 순경 김수로를 참여하게 하

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김 가 해  ( 金 加 害 )

     주민등록번호는 800123-1234567   (39세)

     직업은   회사원

     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직장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02(문래동)

     연락처는 자택전화 02-123-4567   휴대전화 010-1234-5678

              직장전화 02-909-9090   전자우편(e-mail) : offender_kim1980_fake@gmail.com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예, 고지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혼자서 조사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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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전과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2014. 8. 13.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6. 5. 30.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  현재 거주지 및 가족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부모님은 약 2년 전에 이혼하시고, 여동생은 결혼하여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아버

지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길 123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문 :  최종학력을 진술하시오.

 답 :  낙성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졸업했습니다.

 문 :  병역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현역병으로 입대해 2004. 11. 5.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문 :  경력은 어떤가요?

 답 :  대학 졸업 후 가설물산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재 무슨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 :  (묵묵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정피해를 아나요?

 답 :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피해와 다툰 일이 있나요?

 답 :  낮술을 하다가 다툰 일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다투었나요?

 답 :  2019. 6. 20. 오후 2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 안입니다.

 문 :  어떻게 하여 다투게 되었나요?

 답 :  근무하는 회사가 창립기념일로 쉬는 날이어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인 정피해, 한목격,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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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과 오랜만에 모여 낮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 실력에 관해 이야기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마침 제가 정피해에게 “너는 한 주먹 감이지”라고 하자, 정피해가 갑자기 흥분해

서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을 제게 휘두르며 저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

짝 놀라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정피해의 허리를 2회 때렸습니다.

 문 :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답 :  4명이 합쳐서 소주 5병 정도 마셨습니다.

 문 :  평소 주량은 어떤가요?

 답 :  저는 소주 반 병 정도이고, 정피해는 소주 1병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가 정피해를 혼내 주기 위해서 때린 것 아닌가요?

 답 :  혼내려고 때린 것이 아니라, 벽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방어하고자 때린 것입니다.

 문 :  정피해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때리려 다가왔다고 하는

데 어떤가요?

 답 :  아닙니다. 정피해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문 :  한목격, 최실종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나요?

 답 :  당시 맛나식당 주인이 잠시 장을 보러 간 때 발생한 일이어서, 같이 술을 마신 위 4명 외

에는 이 다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문 :  이 날 정피해가 얼마나 다쳤나요?

 답 :  저는 맨주먹으로 2회 때렸을 뿐인데, 정피해는 나름 태권도 유단자라 별로 다치지도 않았

습니다.

 문 :  정피해는 허리에 출혈이 있는 등 크게 다쳤다며, 상처 사진도 출력해 왔는데 어떤가요?

   이 때 사법경찰관은 정피해가 제공한 정피해의 왼쪽 허리 사진을 제시하다.

 답 :  이것은 아마도 저와 다투기 전이나 그 후에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때

릴 때 한목격은 눈을 가려 못 봤지만 최실종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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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생각이 있나요?

 답 :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합의 생각이 없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  아니오. 없습니다.

 문 :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  아니오.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 가 해 (인)

2019. 6. 20.

사법경찰관   경위   박 주 임  (인)

사법경찰리   순경   김 수 로  (인)

경찰서에 왔는데, 학력, 경력, 가족관계, 병역사항을 물어본다면? 지금 피의자신
문을 받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조사(피의자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성        명 : 김 가 해

주민등록번호 : 800123-1234567 (39세)

위의 사람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7. 1. 서울남부지방검

찰청 제123호 검사실에서 검사 조도춘은 검찰주사보 정개장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김 가 해 

주민등록번호는 800123-1234567 (39세)

직업은 회사원

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직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02(문래동)

연락처는

자택 전화 : 02-123-4567 휴대 전화 : 010-1234-5678

직장 전화 : 02-909-9090 전자우편(e-mail) :

offerder_kim1980_fake

@gmail.com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52 제1강  형사구조론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성        명 : 김 가 해

주민등록번호 : 800123-1234567 (39세)

위의 사람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7. 1. 서울남부지방검

찰청 제123호 검사실에서 검사 조도춘은 검찰주사보 정개장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김 가 해 

주민등록번호는 800123-1234567 (39세)

직업은 회사원

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직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02(문래동)

연락처는

자택 전화 : 02-123-4567 휴대 전화 : 010-1234-5678

직장 전화 : 02-909-9090 전자우편(e-mail) :

offerder_kim1980_fake

@gmail.com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예, 고지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니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니오. 혼자서 조사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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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예, 고지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니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니오. 혼자서 조사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학력, 전과관계, 경력, 가족사항, 재산정도, 병역, 상훈관계 등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가요?

  이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록 22쪽부터 23쪽까지 기재된 해당부분

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하다.

답   예, 모두 그렇습니다.

문   정피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가요?

  이 때 검사는 피해자 정피해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기

록 17쪽)를 제시하고 그 요지를 읽어주다.

답   이것도 저와 다툼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생략>

 문 :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  아니오. 없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자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가 해 (인)

2019. 7. 1.

검      사    조  도  춘  (인)

검찰주사보    정 개 장  (인)

문   피의자의 학력, 전과관계, 경력, 가족사항, 재산정도, 병역, 상훈관계 등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가요?

  이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록 22쪽부터 23쪽까지 기재된 해당부분

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하다.

답   예, 모두 그렇습니다.

문   정피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가요?

  이 때 검사는 피해자 정피해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기

록 17쪽)를 제시하고 그 요지를 읽어주다.

답   이것도 저와 다툼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생략>

 문 :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  아니오. 없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자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가 해 (인)

2019. 7. 1.

검      사    조  도  춘  (인)

검찰주사보    정 개 장  (인)



54 제1강  형사구조론

한계
피의자가 자백하면, 보통 수사는 쉽게 진행된다.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Confessio est regina probationum; Confession is 
the Queen of evidence).

1. 그러나 체포, 구속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또한, 체포, 구속하더라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의자신문만으로는 수사가 불충분하다. 

참고인조사
개념
참고인조사(investigation of person for reference): 검사, 경찰이 피의자 아
닌 자(제3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듣는 것. 누구를 조사하나?

1.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3자도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도 참고인이다. 어차피 피해자는 형사절차(수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
니다. 목격자든 피해자든 그 밖의 제3자든, 모두 “제3자”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김가해]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정피해, 한목격, 
최실종]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출석하게 하는 방법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데려 와야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데려 오나?

1. 참고인을 체포, 구속할 수는 없다. 즉,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

청주2009노132: 피의자[→김가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부 가능하[다. 그렇]지
만, 참고인[→정피해, 한목격, 최실종]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그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강제구인과 같은 수단이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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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물가로 끌고갈 수조차 없다.

2. 참고인은 제 발로 찾아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 부른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러 조사한다.

출석요구서

(참 고 인)

제 2019-02499 호

피의자 이배충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9. 7. 10. 15:30에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 밖에 귀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사이버

수사4팀(☎ 02-700-1234)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ㆍFAXㆍe-mail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

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9. 7. 3.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최 말 동 (인)

사건담당자 경사 김 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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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불러 조사한다.

형제71717호
참고인출석요구서

    

피의자 이배충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2019. 8. 2. 오전10시에 우리청 805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준비사항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및 도장
  2.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02-3219-1234, 담당자 수사관 이개장)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강 철 중  (인)

의의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참고인조사는 매우 절실한 수사
방법이다.

참고인진술조서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참고인진술조서(protocol of reference 
person’s statement)라 한다. 참고인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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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이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2012도5041: 형사소송법은 ... 제312조 제4항에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

참고인진술조서는 왜 작성하나?

1. 준비했던 참고인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한다. 

2. 이렇게 증거로 쓸 수 있다면, 참고인을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다시 부르지 
않아도 된다. 검사도 좋고, 참고인도 좋다.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조사(참고인조사)하고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진 술 조 서

성      명 : 정피해 ( 鄭被害 )

주민등록번호 :  800304 - 1231231

직      업 : 상업   

주      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909(등촌동)

등록기준지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81(요촌동)

직 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994(등촌동)

연  락  처 : 자택전화 02-2656-1234  휴대전화 010-3137-9876

               직장전화 02-2656-9876  전자우편(e-mail) victimjeong_0304@gmail.com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가해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6. 20. 16:00 서울양천

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김가해와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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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은 김가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이것이 진술인이 작성한 신고서인가요?

  이 때 사법경찰관은 2019. 6. 20. 자로 당서에 접수된 2019-12345 진술인 명의의 신

고서를 제시하다.

답   예, 제가 작성한 신고서가 틀림없습니다.

문   이 건 이외에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신고내용을 자세히 진술하시오.

<생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아니오.  없 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정   피   해 (인)

2019. 6. 20.

사법경찰관   경위   박 주 임  (인)

사법경찰리   순경   김 수 로  (인)

문   진술인은 김가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이것이 진술인이 작성한 신고서인가요?

  이 때 사법경찰관은 2019. 6. 20. 자로 당서에 접수된 2019-12345 진술인 명의의 신

고서를 제시하다.

답   예, 제가 작성한 신고서가 틀림없습니다.

문   이 건 이외에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신고내용을 자세히 진술하시오.

<생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아니오.  없 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정   피   해 (인)

2019. 6. 20.

사법경찰관   경위   박 주 임  (인)

사법경찰리   순경   김 수 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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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조사(참고인조사)하고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진 술 조 서

성        명 : 한 목 격

주민등록번호 : 801212-1765432

직        업 : 무직

주        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40(신정동)

등 록 기 준 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종단길 102

직 장  주 소 : (해당 없음)

연   락   처 :  (자택 전화) 02-999-1111 (휴대 전화) 010-1111-2222

 (직장 전화) (해당 없음) (전자우편) witnessHAN1980@gmail.com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가해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6. 28. 14:00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제123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김가해와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목격자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 한목격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문   진술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답   예전에 중학교 체육교사를 하다가, 요즘은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김가해나 정피해를 아나요?

답   최실종과 함께 김가해, 정피해, 저 4명 모두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문   진술인은 김가해와 정피해가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목격하였나요?

답   2019. 6. 20. 14:0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김가해, 정피해, 

최실종, 저 이렇게 4명이 낮술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답   4명이 서로 싸움 실력을 자랑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가해가 정피해에게 “너는 한 주먹 감” 운운하며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피해

가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김가해에게 죽인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문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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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답   예전에 중학교 체육교사를 하다가, 요즘은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김가해나 정피해를 아나요?

답   최실종과 함께 김가해, 정피해, 저 4명 모두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문   진술인은 김가해와 정피해가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목격하였나요?

답   2019. 6. 20. 14:0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김가해, 정피해, 

최실종, 저 이렇게 4명이 낮술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답   4명이 서로 싸움 실력을 자랑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가해가 정피해에게 “너는 한 주먹 감” 운운하며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피해

가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김가해에게 죽인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문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생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자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피 해 (인)

2019. 6. 28.

검      사    조  도  춘  (인)

검찰주사보    정 개 장  (인)

한계
참고인이 임의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면 수사기관은 편하다.

1. 그러나 참고인은 체포, 구속할 수 없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청주2009노132: 참고인... 강제구인과 같은 수단이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취지에서 본다면,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에서는 범
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보다 임의성 내지 당사자의 자발성 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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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이 출석하더라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보장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임의동행
개념
임의동행(voluntary accompaniment)이란?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가, 

2. 피의자 동의를 얻어, 

3. 피의자와 함께 조사할 곳으로 동행하는 것.

역시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문제상황
1. 원래 피의자신문을 하려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알아서 오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임의동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데려온다.

3.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다음 문제가 생긴다.

1. 임의수사인가 강제수사인가?

2. 적법한가 위법한가?

위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문제다. 허용하는 명시규정 없이 강제수사를 하면 그 자
체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 강제처분은 이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

허용요건
다음 요건 하에 임의수사로 적법하다.

1. 객관적으로,

2. 명백히,

3.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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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6810: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적법한가?]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
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
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

배경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1. 그만큼 남용하기 쉬운 수사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심리
적 압박 때문에 실제로 동행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2. 자칫하면 형사소송법이 출석요구서에 의한 출석요구 절차를 둔 취지를 무의
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후 경찰관서까지 동행하기 위한 사유를 몇 가
지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제한 없이 임의동행을 인정하면, 이렇게 사유를 엄
격히 한정한 규정도 무의미해질 염려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

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
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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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Compulsory�Investigation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중

개념
강제처분
강제처분(compulsory measures): 형사절차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1. 체포

2. 구속

3. 압수

4. 수색 

이러한 강제처분은 수사기관도 할 수 있고, 법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인
이 도주할 위험은 수사단계, 공판단계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구속 역시 형사절
차 단계에 따라,

1. 수사기관(investigative institution)이 주도할 수도 있고,

2. 법원(court)이 주도할 수도 있다.

추궁

공방

진술 증언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증인

공소제기

법원의 
구속(강제처분)

수사기관의 
구속(강제처분)

강제수사
강제수사(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처분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주도
하는 것. 즉,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1.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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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임의수사와 달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강제처분은 어디까지나 수사나 공판을 위한 것일 뿐, 형벌(punishment)이 아
니다. 즉, 구속은 징역형이 아니고, 압수는 몰수형이 아니다. 형벌은 유죄 확정판
결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다(무죄추정 원칙).

영장주의
개념
영장주의(doctrine of warrants)란?

1. 원칙적으로,

2. 강제수사를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사전 영장(warrant)이 필요하고, 

3. 그것을 위반하면 위법수사가 된다는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삼: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있다.

의의
1. 규문주의적 수사구조에서는, 수사기관 스스로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2. 그래서 중립적인 판사의 개입을 통해 강제처분 남용을 막게 했다.

3.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96헌바28: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는 사
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
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할 때]는 중립적인 법
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
머리에
수사단계에서는,

1. 구속(강제처분)은 검사 권한이다.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법관의 허가(영장)를 받아야 한다. 영장주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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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영장 절차
영장 발부는?

1. 경찰관 → 검사: 영장청구를 신청. 즉, 검찰청에 영장신청서를 낸다.

2. 검사 → 판사: 영장을 청구. 즉, 법원에 영장청구서를 낸다.

경찰 신청이 없더라도,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당연히 영장청구할 수 있다.

3. 판사: 영장을 발부한다.

경찰관

검사

신청

청구(신청)

발부

기각

기각

판사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
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영장 집행은?

1. 검사가 지휘하여,

2.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 제81조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
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리가 집행한다. ...

수사단계 영장발부에 관한 권한 
1. 판사: 영장의 발부(issuance) 권한을 갖는다.

2. 검사: 영장의 청구(request) 권한을 갖는다.

3. 경찰: 영장발부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없다. “영장청구를 해 달라”고 경찰
이 검사에게 신청(application)할 뿐이다.

이것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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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28: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
정한 취지는 ...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취지
다. 이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경찰]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수사단계 영장의 의미
수사단계에서는,

1.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는

2. 법관의 허가(permit)가 필요하다.

3. 그것이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가 말하는 영장이다.

수사기관
강제처분

판사

(허가장)

영장주의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96헌바28: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크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하여 수
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영장주의의 의미가 
크다.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된다.] 그 중 헌법 제12
조 제3항이 “...구속...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
고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함과 동시에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데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 허가장으로
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비교: 공판단계에서 영장
머리에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1. 구속(강제처분)은 법원 권한이다. 공판의 주재자는 법원이기 때문이다.

2. 법관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처분하는 구조다. 즉, 영장주의와
는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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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 영장 절차
영장 발부는?

1.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
발부

기각
법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
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영장 집행은?

1. 검사가 지휘하여,

2. 경찰이나 교도관이 영장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리가 집행한다. ...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
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공판단계 영장발부에 관한 권한
1. 법원: 영장의 발부(issuance) 권한을 갖는다.

2. 검사, 경찰: 영장발부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없다.

96헌마256: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
은 오직 법관에게 있을 뿐[이다.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권과 유사한 권한마저 없[다.]

공판단계 영장의 의미
공판단계에서는,

1. 법원의 강제처분은,

2. 다른 기관 허가 없이 그냥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order)한다.

3.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와는 관계 없다. 적법절차원칙(같은 조 제1항)
에 따를 뿐이다.

법원
강제처분
(명령장)

적법절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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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96헌바28: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
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
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취지다(→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라면 다르다).]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아니라] 제12조 
제1항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
부에도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신
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
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
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갖지 않다. 즉, 전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영장주의의 예외
문제점
그러나 사전영장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1. 수사실무에 맞지도 않고,

2.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다.

예외의 허용
수사단계에서 일정 요건 하에 “긴급체포”, “긴급압수”처럼, 영장 없는 체포나 영
장 없는 압수를 인정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5헌바370: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증명]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② 사
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
외를 허용할 수 있[다.] 

어떤 요건 하에서 긴급체포나 긴급압수가 가능한가? 곧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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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Arrest�&�Detention

구속은 수사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형벌이 아니다. - 유시민

기초개념
인신구속의 2원화
사람을 잡아 두는 것, 즉 인신구속에는 체포와 구속이 있다.

1. 체포(arrest): 범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안 하면, 피의자신문도 할 수 없다. 
수사 초기에 일단 단기간(예: 48시간 내) 피의자를 잡아 둘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 정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2. 구속(detention):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절차 진행이 곤
란해진다. 체포보다 장기간(예: 10일 내, 또는 2달 내) 피의자를 잡아 둘 필요
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체포와 구속의 관계
1.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2. 체포 없이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3. 체포 후 석방된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편의상 “불구속”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불체포”를 포
함한 개념이다. 즉, 원칙적으로, 

1. 체포 없이 수사해야 하고,

2. 구속 없이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
으로 한다.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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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의 시점
머리에
체포와 구속은,

1.  외관상 유사하다.

2. 그러나 하는 목적이 다르다.

체포의 시점
체포는 수사단계에서만 가능하다. 즉, 체포는,

1. 기소 전 체포(= 피의자에 대한 체포) 제도만 있다.

“법원의 체포”란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의 시점
구속은 수사단계에서도 공판단계에서도 모두 가능하다. 즉, 구속은,

1. 기소 전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제도도 있고,

2. 기소 후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제도도 있다.

“법원의 구속”은 존재한다.

추궁

공방

진술 증언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증인

공소제기

체포 제도 ×
구속 제도 ○

체포 제도 ○
구속 제도 ○

체포와 구속의 주된 목적
체포, 구속을 왜 하는가? 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소 후 구속(= 피고인 구속): for 형사절차 진행 확보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진행이 가능하고, 피고인을 잡아 둬야 형벌에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 진행 중 도망 못 가게 가둬 두는 것이다.

2009도579: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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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 피의자 체포): for 피의자신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출석요
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신문(조사)을 하기 위해서다. 체포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 정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3. 기소 전 구속(= 피의자 구속): for 장차 형사절차 진행 확보 + 피의자신문

지금 피의자신문(조사)을 하려는 목적도 당연히 있다. 더불어, 장차 기소 이후 
절차까지 내다보고, 수사단계에서 미리 가둬 두는 의미도 있다.

2013모160: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
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
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
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기소

체포

절차진행 확보피의자신문

구속 구속

수사단계
(by 수사기관)

공판단계
(by 법원)

아래에서는 수사단계 체포구속을 본다.

체포구속과 영장주의
체포와 영장주의
1. 원칙: 영장체포(arrest pursuant to warrant)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예외: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warrantless arrest)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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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영장주의
1. 영장구속(arrest pursuant to warrant)만 가능하다.

2. “영장에 의하지 않는 구속”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영장체포
영장체포 사유
1. 피의자에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2.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우려 있다면,

3. 영장 받아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경미사건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제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
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
종류
1. 현행범체포(flagrant offender arrest)

2. 긴급체포(emergency arrest)

현행범체포 사유
수사기관(예: 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현행범체포할 수 있다.

1. 현행범인이면,

2. 일단 영장 없이도 체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미사건에서는 현행범체포를 제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제2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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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사유
1.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2.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3. 긴급하다면(사전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4. 일단 영장 없이도 체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 다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
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
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
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
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체포 후 조치
문제점
체포는 단기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일단 체포했다면, 이제,

1. 구속 아니면,

2. 석방이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결정에는 시한이 있다. 

만약 시한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사람을 무한정 가둬 둘 수 있게 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장체포 후 구속

영장체포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시한

1. 체포 48시간 내 

2. 구속영장을 청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영장]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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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

긴급체포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시한

1. 체포 48시간 내 

2. 지체 없이 

3. 구속영장을 청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
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야 ...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
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48시간 내”란 어떤 뜻인가? 48시간과 무관하게 지체하면 위법하고, 
또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48시간을 초과해도 위법하다는 뜻이다.

현행범체포 후 구속
1. 48시간 내

2. 구속영장을 청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 제200조의2 제5항 ...의 규정[(→체포시부터 48
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 48시간의 기산점(starting point)은? 

1. 수사기관이 직접 현행범체포했다면 체포시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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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가 현행범체포해서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인도시

수사기관에
현행범인도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시한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제3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11도12927: 위와 같이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
도록 한 것은 [어떤 취지인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 등이 아닌 이[(제3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다.]

소결
1. 위 시간 내 구속영장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

2. 위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역시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수사다.

연습문제
연습문제 1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외국인 해적들인 甲, 乙, 丙, 丁은 선박을 강취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
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 ○○호
를 강취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이 선원의 구조를 위해 ○○호에 접근하자, 甲, 乙, 
丙, 丁은 총기를 소지한 채 해군을 살해하여서라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甲, 乙, 丙은 
해군의 보트를 향해서 일제히 조준사격을 하여 해군 3인이 총상을 입었다. 이 때 소총
을 소지한 丁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신실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의 총격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군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두목 
甲은 같이 있던 乙, 丙에게 총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선실로 내려가 피신하라고 명
령하였다. 乙, 丙은 명령을 따랐고, 실질적으로 해적들의 저항은 종료되었다. 이후 甲은 
조타실에서 한국인 선장 A를 살해하려고 총격을 가하여 복부관통상을 가하였으나 A
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군은 甲 등을 총격 종료 직후 현장에서 체포하여 비행
기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고, 공항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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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이�甲�등을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이다.

② 현행범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
다. 사례의 경우 그 기산점은 해군에 의한 체포 시이다. 

③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기준이 되는데, 적법한 강제
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④ 해군 3인에게 총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丁은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⑤ 선장 A를 살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乙, 丙은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
정되지 않는다.

연습문제 2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
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
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
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
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
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
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

ㅁ.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구속
시점
1. 수사단계(=기소 전 =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영장청구 + 판사 영장발부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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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장체포 후 구속, (ii) 긴급체포 후 구속, (iii) 현행범체포 후 구속, (iv) 체포 
없이 바로 구속 모두 가능하다.

2. 공판단계(= 기소 후 =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 영장발부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
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사유
1. 피의자에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것

2.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경미사건에서는 구속을 제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
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유 본질 단계

체
포

영장체포 출석불응 우려
신병확보를 통한

피의자신문 수사단계긴급체포 도망, 증거인멸 우려

현행범체포 현행범 발견

구속 도망, 증거인멸 우려 절차진행 수사/공판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개념
구속영장 실질심사(direct judgment of warrant) 제도란? 

1. 수사단계에서,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3. 판사가,

4. 피의자를 대면 심문해 변명을 듣고,

5.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정식명칭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변명도 들어 본
다(hearing)는 뜻에서 “심문”이라 한다. 살필 심(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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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서류만 보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실질심사라 부르는 이유다.

2. 모든 피의자 구속에서 필수적인 절차다.

물론, 피의자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을 진
행할 수는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
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피의자까지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원래 헌법은 국선변호인을 피고인(accused)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법률인 형
사소송법이 그 범위를 피의자(suspect)까지로 더 확대한 셈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어떻게 판사 앞으로 데려올 것인가?

1. 이미 체포된 피의자 경우: 체포된 상태를 이용해, 그냥 판사 앞으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

판사
구속영장

발부 or 기각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
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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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경우: 판사 앞으로 강제로 데려올 근거가 아직 없
다. 그러므로, “판사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

판사

구속영장
for 구인

구속영장
발부 or 기각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
다. ...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강제로 데려 오기]과 
구금[→가두기]을 포함한다.

구속(구금)해도 되는지 보려고 구속(구인)하는 셈이다. 

구속기간 제한
수사단계 구속기간 제한
수사단계 구속(=기소 전 구속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제한이다.

검찰 수사절차경찰 수사절차

10일 내 10일 내 (연장시) +10일 내최초 
체포시

1. 경찰 단계: 10일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 검찰 단계: 10일 (+10일) = 최장 20일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
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
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
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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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포 후 구속된 경우, 최초 체포시점부터 센다. 체포한 기간이 길수록 구
속기간은 촉박하게 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영장체포]·제200조
의3[긴급체포]·제201조의2 제2항[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또는 제212조[현행범체포]
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공판단계 구속기간 제한
공판단계 구속(= 기소 후 구속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기간제한이다.

제1심

2개월 내
(기본)

+2개월 내
(제1차 연장)

+2개월 내
(제2차 연장)

제2심

+2개월 내
(제1차 연장)

+2개월 내
(제2차 연장)

+2개월 내
(제3차 연장)

제3심

+2개월 내
(제1차 연장)

+2개월 내
(제2차 연장)

+2개월 내
(제3차 연장)

99헌가14: [형사소송법 제92조는]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기간포함) 및 심
급별 갱신가능횟수를 명백히 한정[한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체 구속기간은 
물론, 심급별 구속기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등의 
강제처분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처분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
최소한도의 원리가 무죄추정의 법리와 함께 구속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바탕이 되는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1. 제1심 단계: 2개월 (+2개월+2개월) = 최장 6개월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

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99헌가14: 제1심의 구속기간은 허용된 2차의 갱신을 모두 행하는 경우 최장 6월이[다.]

2. 제2심 단계: (+2개월+2개월)(+2개월) = 최장 6개월

3. 제3심 단계: (+2개월+2개월)(+2개월) = 최장 6개월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
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99헌가14: 항소심 및 상고심의 구속기간 역시 허용된 2차의 갱신을 모두 행하는 경우 
각 최장 4월(직전심급 법원의 잔여 구속기간은 제외)이 [된다. 제3차 갱신시 각 최장 6
개월이다.] 



81제1강  형사구조론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이 있었더라도, 법원의 구속 자체부터 센다. 구속수사 기
간이 길더라도 공판구속 기간은 촉박하게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 ... 공소제기전[= 수사단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②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
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
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
로 구인할 수 있다.

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수색영
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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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
Search�and�Seizure

규칙에도 예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외는 규칙이 되었다. �
- “Cidade de Deus”

기초개념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의 비교
1. 체포, 구속: 대인적(in personam, against person) 강제처분

2. 압수, 수색: 대물적(in rem, against thing) 강제처분

검증(verification)은 차차 배우자.

압수수색의 개념
1. 압수(seizure):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

2. 수색(search): 증거물,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려 강제력을 행사

우리는 “압수수색”이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색압수(search and seizure)”
라 부른다.

압수수색의 시점
압수수색은 수사단계에서도 공판단계에서도 모두 가능하다. 즉,

1. 기소 전 압수수색(=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제도도 있다.

2. 기소 후 압수수색(=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제도도 있다.

아래에서는 수사단계 압수수색을 본다.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1. 원칙: 영장압수수색(search and seizure pursuant to warrant)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5도10648: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2017도10309: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해] ... 이른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다. 그
렇]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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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압수수색
영장압수수색 절차
1. 경찰 → 검사: 영장청구 신청

2. 검사 → 판사: 영장청구

경찰 신청이 없더라도,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당연히 영장청구할 수 있다.

3. 판사: 영장발부

영장압수수색 사유
1. 피의자에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2. 해당 사건과 관련성 있으면,

3. 영장 받아 압수, 수색.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종류
1. 긴급압수수색(emergency search and seizure)

2. 체포구속현장 압수수색(search and seizure incident to arrest)

3.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search and seizure after emergency arrest)

4. 체포구속 위한 주거수색(residential search for arrest)

5. 임의제출물 압수(seizure of a voluntarily produced item)

긴급압수수색 사유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2. 범죄 장소에서,

3. 해당 사건과 관련성 있고,

4. 긴급하다면(사전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5. 일단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
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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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현장 압수수색 사유
1. 체포 또는 구속할 때,

2. 현장에서,

3. 일단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
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
우에 준용한다.

체포구속 “현장”이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사유
1.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2.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소지물, 보관물을,

3. 일단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
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17도1030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어떤 취지일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
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
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꼭 긴급체포 “현장”일 필요는 없다.

2017도10309: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
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다르
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
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체포구속 위한 주거수색 사유
1. 체포구속을 위해,

2. 체포구속 전에,

3. 피의자가 있을 만한(개연성 있는),

4. 주거(residential) 등을,

5. 영장 없이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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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
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

사[→수색]

2015헌바370: [영장체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수사기관이 피
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수색’을 의미[한다.]

심판대상조항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고법2015초기232: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 구속 또는 체포하고자 하는 피의자
가 타인의 주거, 가옥, 건조물내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 내용을 오해하지 말자.

서울고법2015초기23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 발견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따라 주거 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에 해당하며 위 조항의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수색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한 처분이[다. 그러]므로 수색은 체포 
전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위 조항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수색의 범위는 피의자의 주거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의 주거 등도 포함[한다. 그러
나]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는 그 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피의자 소재 등
에 대한 목격 정보 등)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임의제출물 압수 사유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2. 임의로,

3. 수사기관에 물건을 제출한 경우,

4. 영장 없이도 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일단 임의제출한 이상, 돌려 달라 해도 안 돌려 준다. 즉 압수다. 임의수사가 아
니고, 어디까지나 강제수사(강제처분)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존재하지 않듯, 
“가고 싶은 군대”가 존재하지 않듯, “임의수사인 압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2014도8719: 검찰수사관은 위 특송화물 속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세관공무원으로부
터 필로폰이 든 특송화물을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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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조치
문제점
1. 처음부터 압수영장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해 계속 압수하면 된다.

2. 그러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을 했다면, 나중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안 그러면 영장주의가 잠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긴급압수수색 후 계속 압수
1. 지체 없이

2. 압수수색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
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011도1525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
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체포구속현장 압수수색 후 계속 압수

체포 48시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한

1. 48시간 내

2. 지체 없이 

3. 압수수색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
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
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1도1525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
2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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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후 계속 압수

긴급체포 48시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한

압수수색
가능 기간
24시간

1. 48시간 내

2. 지체 없이 

3. 압수수색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
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7도1030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
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
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
은 조 제2항). 

주의: 24시간은 압수수색 가능 기간, 48시간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한이다.

체포구속 위한 주거수색 후
주거수색이 적법했다면, 사후영장 필요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
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수색]

2015초기232: 이 사건 법률조항은 ... 구속 또는 체포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
거, 가옥, 건조물내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
한 수색은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갔으나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후에 수색영장을 발
부받을 필요가 없다.



88 제1강  형사구조론

임의제출물 압수 후 계속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가 적법했다면, 사후영장 필요 없다.

2015도13726: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
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연습문제
연습문제 1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
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
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은 甲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甲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중고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
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ㄷ. 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甲을 심
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
문에 지방법원판사는 甲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ㄹ. 甲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던 통역인이 공판정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ㅁ. 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지문 몇 개는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까지 공부해야 풀 수 있다.

연습문제 2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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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
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②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
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
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
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
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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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Concluding�Investigation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 - “Matrix Revolution”

서설
상황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사실이 해명되면? 검사는, 

1. 수사를 종결하고, 

2.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한다.

검사 처분의 종류
1. 기소(prosecution)

2. 불기소(non-prosecution)

3. 중간처분(interlocutory)

기소 종류
1. 공판청구(=구공판=정식기소)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약식기소)

불기소 종류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기소유예

5. 기타

중간처분 종류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생소한 용어를 한꺼번에 보아 당황할 수 있다. 사실 별 것 아니다. 하나씩 보자.

기소

불기소

검사의 
처분

수사절차

중간
처분

정식기소

약식기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91제1강  형사구조론

기소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약식명령
형사사건 법원(court)은 유죄 재판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내릴 수 있다.

수사절차

판결
선고

약식명령
고지

공판절차(출석)

약식절차(서류)

법원의
재판

1. 유죄판결(judgment of guilty) 선고: 공판절차에 따라, 형벌(징역 또는 벌
금)을 과하는, 법원 재판 방식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summary order) 고지: 공판절차 대신 약식절차(서류절차)에 따
라, 재산형(벌금)을 과하는, 법원 재판 방식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
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유죄판결 약식명령

필요한 절차 공판절차 약식절차(서류절차)

재판 방식 선고 (by 주문낭독, 이유요지설명) 고지 (by 재판서 송달)

주된 부과대상 형벌(징역 또는 벌금) (중함) 재산형(벌금) (경함)

공판청구(=구공판=정식기소)
검사의 공판청구란? 법원의 정식재판(formal trial)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출
석재판 절차로 가자는 것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
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공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수사한 사건이 징역형(imprisonment) 등에 해당해 정식재판을 거
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한다.

공판을 구한다고 해서 “구공판”이라 한다. (i) 구속 상태에서 공판청구하면 “구
속 구공판”, (ii)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청구하면 “불구속 구공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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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수 신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조도춘  조도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김가해(800123-1234567), 39세

              직업  회사원, 02-909-9090, 010-1234-5678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죄    명    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구속여부    2018. 6. 21. 구속 (2018. 6. 20.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고

소인 배지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2회 때려 고소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통

  3. 국선변호인선정결정 1통

  4. 피의자수용증명 1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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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법원이 “2019. 7. 19. 10:30 서관 514호 법정” 식으로 공판기일(trial 
date)을 잡는다.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 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

사보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맛나식당 1층 식사자리는 벽이 없고 

사방으로 개방된 장소로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정피해의 위협을 피해 식당 외부로 도망

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

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펴본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

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

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

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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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구약식=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summary order)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서류재판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
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1. 검사는 수사한 사건이 벌금(fine punishment) 등에 해당해 약식명령으
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
(demand for summary order)하는 방식으로 기소한다.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수 신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조도춘  조도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    김가해(800123-1234567), 39세

              직업  회사원, 02-909-9090, 010-1234-5678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죄    명    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의    견    벌      금 2,000,000(이백만) 원

                         (미결구금일수 15일, 1일 환산금액 100,000원)

              가납명령청구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고

소인 배지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2회 때려 고소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인)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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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공소장에 의하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을 구한다고 해서 “구약식”이라 한다 어차피 징역형을 구하는 것이 아
니라서, 현실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한다. 
만약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면? 피의자를 석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
식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2. 그러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린다. 

주의: 약식명령청구는 검사가 한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린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19고약9876  상해

                (2019형제12345)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 9. 3.

판사      홍약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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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demand for formal trial)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 365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사건

20 19고약 9876 (죄명) 상해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김가해

송달가능한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 offender_kim1980_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전화: 010-1234-5678 이메일 주소: fake@gmail.com

약식명령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19 . 9 . 5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0해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것 같습니다.

관련사건

□ü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 19 . 9 . 6 .

청구인    김 가 해 (인)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과의 관계: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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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

수사절차

기소
정식기소

약식기소

판결
선고

약식명령
고지

공판절차(출석)

약식절차(서류)

법원의
재판

정식재판
청구

불기소
머리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다음과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기소유예

5.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

혐의없음
다음 경우 검사는 “혐의없음(being cleared of suspicion)” 처분을 내린다. 
“무혐의”라고도 한다.

1. 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혐의없음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 피해자의 상해와 피의자의 가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2016도15018: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
러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
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
에는 [다음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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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ii]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
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iii] 피해
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iv]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 
외에도 [v]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vi]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
위, [vii]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살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로 방어능력이 있는데다가 맨주먹으로 가

볍게 맞았기 때�에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 한다.

○ 피해자가 가볍게 스치듯 맞았을 뿐이고 쓰러지지도 않았다는 한*+, 최실

종의 각 진술, 피해자가 이 사3 발생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나 처음 병원에

찾아가 진A을 받은 정D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별개의 사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의 행위와의 인과관Q를 인정R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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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사실이라 가정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 상해 피의사실이 자연치유 가능한 동전 크기 멍이 들게 했다는 내용일 경우

96도2673: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
운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
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
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
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X하Z 혐의 없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가 2019. 6. 20. 14a00경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동전 크기의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인정�다.

○ 위 상
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한 것으로서 별

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 치#� 사실을 인정$ 수 있으%로(피의자와 피해

자의 진술),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 인정되지 아X하Z 혐의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죄가안됨
다음 경우 검사는 “죄가안됨(being justified or exempted)”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인 경우다.



100 제1강  형사구조론

형법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위법성조각(깨짐):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위법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예: 정당방위로 부득이 상해했다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무죄다. 제3강 위법
성론에서 자세히 배운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S한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가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를 피해서 달아나

다가 부득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

한 요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진술).

○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위하기 위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죄가 되지 아S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비문이지만, 실무상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한다.

2. 책임조각(깨짐):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예: 피의자가 행위 당시 심한 정신착란증으로 사리를 판단할 정신능력이 전혀 없
다면? 비난할 수 없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무죄다. 제4강 책임론에서 자세
히 배운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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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한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의 허리를 주먹으로 때려 약 4주i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여 상해

○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심한 정���� 빠져 있어 사리를 판단할 정���

이 전혀 없는 상�� 있� 사"이 인정된다(제55쪽 정�'정 결(, 피의

자의 처 배윤자, 참고인 정�의, 최의사, 곽금주의 진술).

○ 죄가 되지 아]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공소권없음
다음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being excluded from prosecution)” 처분을 
내린다.

1. 공소시효 완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가 완성했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즉, 무죄는 
아니다. 다만, 기소를 할 수 없어, 처벌할 방법이 없다.

2007헌바193: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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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2.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이 사건은 2019. 6. 19.의 경과로 7년의 공소78가 완성되었다.

○ 공소권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2. 피의자 사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5 2019. 7. 2. 사망하였다(제7:쪽 가족관계증명서).

○ 공소권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3. 똑같은 피의사실로 이미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는데도 또 입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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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의 허리를 주먹으로 때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여 상해

○ 피의자�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	 2019. 6. 26. 서울남부지방법

원에서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을 받고 2019. 7. 4. 그 약���

이 확정되었다(기록 제81쪽 약���).

○ 공소권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4. 똑같은 피의사실이 이미 기소되었는데도 또 입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사 "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의 허리를 주먹으로 때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여 상해

○ 이 사건은 2019. 7. 2. 우리 청 2019년 형제12320호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현재 2019고단7080호로 재판계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상해

사건� 같은 사건이다(제84쪽 공소" 사#, 제85쪽 수사보고서).

○ 공소권 없다.

검사 조  도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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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
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
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
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실제 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형사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기소 안 하는 것이다. 개별 사유를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지
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훑어보면 충분하다.

기소유예
예를 들어, 과자 1박스를 훔친 사람이 있다고 하자.

1.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한다. 액수가 적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러나 전과도 전혀 없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면? 무조건 그를 기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검사는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불기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률이 검사에게 큰 권한과 큰 책임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기소유예(suspension of prosecution)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

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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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사i은 인정된다.

○ 오랜 친구들 사이의 우발적 싸움으로 사	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의자에� 덤벼들기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

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해자가 피의자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의자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검찰청에서 조사받았는데 무죄 나왔다”며 호언장담하는 경우, 알고 보면 혐의
없음(무혐의)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람도 꽤 많다.

중간처분
중간처분 개념
1.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간처분(interlocutory disposition)을 내린다.

2. 나중에 그 사유가 사라지면? 당연히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 이를 수사의 재
기(reinvestigation)라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중간처분도 “불기소처분”으로 본다. 즉,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속한다.

기소중지
기소중지(stay of prosecution)란?

1.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2. 수사를 정상적으로 종결할 수 없을 때,

3.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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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으]로 수사
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한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3 현재 소재불명이다.

○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지 기소중지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person for reference stay)란?

1.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으로,

2. 수사를 정상적으로 종결할 수 없을 때,

3.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
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한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y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 이로 인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의자� 피해자가 맨주먹으로 가볍게 맞았을 뿐이어서 피해자

의 상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한 , 현장에 있던 한&'은 자신

이 가' 순간은 보지 못하고 최실종만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결1 이 사2은 최실종의 진술을 들어 보아4 그 진상을 알 수 있으9, 최

실종이 현재 소재불명이다.

○ 최실종의 소재가 발견될 때?지 참고인중지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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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조도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가해

Ⅱ. 죄 명 상해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한다.

Ⅳ. 피의사!" 불기소#$

2019. 6. 20. 피해자 정피해를 때려 상해

○ 피의자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y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 이로 인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의자� 피해자가 맨주먹으로 가볍게 맞았을 뿐이어서 피해자

의 상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한 , 현장에 있던 한&'은 자신

이 가' 순간은 보지 못하고 최실종만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결1 이 사2은 최실종의 진술을 들어 보아4 그 진상을 알 수 있으9, 최

실종이 현재 소재불명이다.

○ 최실종의 소재가 발견될 때?지 참고인중지한다.

검사 조  도  춘 (인)

검찰 처분의 통지
배경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다음이 초미의 관심사다.

1. 검찰 처분이 어떻게 나는가?

2.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 경우
1. 기소가 되면? 뒤에서 보겠지만 피의자(피고인)는 어차피 공소장 부본을 받아 

본다. 따라서 굳이 “기소 처분이 났다”고 별도로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2019. 7. 5.

사건번호    2019년 형제12345호                   

수 신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조도춘  조도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김가해(800123-1234567), 39세

              직업  회사원, 02-909-9090, 010-1234-5678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8길 5

  죄    명    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구속여부    2018. 6. 21. 구속 (2018. 6. 20.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고

소인 배지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2회 때려 고소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통

  3. 국선변호인선정결정 1통

  4. 피의자수용증명 1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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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기소가 되면? “(축하한다.)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것을 반드시 통지
(notice)해 줘야 한다. 불안한 상태를 해소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 검사는 불기소 ...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김가해    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처분 하였으므로 통지함
                                   2019 년      07   월     08   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조도춘    (인)

사 건 번 호     2019  년    형제  12345      호

처 분 일 자     2019  년   07 월   05 일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①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②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③ 죄가안됨 처분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

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④ 공소권없음 처분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입니다

⑤ 각하 처분은 ②～④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⑥ 참고인중지 처분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
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⑦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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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 경우
따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 

1. 기소든 불기소든 간에, 처분 후 검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notice)를 해 
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우)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 02-3219-4200 / (팩스)02-3219-9999

수 신: 정피해 발 신: 검사    조도춘         (인)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청  2019년 형제 12345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김가해
수리죄명 상해 처분일자 2019. 7. 5.
처분죄명 및 결과 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장기 2026. 6. 19.

안     내

 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고(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

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

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하실 수 있음),

  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

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① 및 ②

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함).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

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

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

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

편으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여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으며,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

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처분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구공판처분(求公判處分)", "구약식처분(求略式處分)"의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

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13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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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제시를 요구(청구)하면, 검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
도 설명해 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
여야 한다.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우)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 02-3219-4200 / (팩스) 02-3219-9999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9876호                                              2019. 7. 15.

수 신 자  정피해 귀하                 발신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인)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2345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정피해

피  의  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김가해

④주민등록번호 800123-1234567

⑤ 죄                명 상해

⑥ 처    분     검    사 조도춘

⑦ 처   분  년   월   일 2019. 7. 5.

⑧ 처     분    요    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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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 앞으로 처분결과통지서는 그냥 보내 주지만, 불기소이유통지서
는 청구해야 내 준다.

3. 이렇게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해 주고, 원하면 이유제시까지 해 주는 취지
는?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2017두47465: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곧 배울 “검찰항고”를 뜻한다)]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
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다.]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 
피의자 경우
피의자가 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가?

1. 결국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이다.

2. 그러면 그냥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된다. 

문제는 불기소처분이다.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가?

1. 불기소처분은 대체로 피의자에게 좋다. “소추 없이 판결 없다”는 원칙 때문
에, 기소가 안 되면 처벌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이 불복할 필요가 
없다.

2. 그런데, 피의자가 “나는 아에 혐의없음을 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아 부
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재량으로 기소 안 한다는 취지라서, 충분
히 억울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

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의자는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012헌마562: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
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그 처분을 받은 자[피의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침
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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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 경우
고소인, 고발인이 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가?

1. 기소처분은 결국 고소인, 고발인 뜻대로 된 셈이다. 

2. 기소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다. 

역시 문제는 불기소처분이다. 고소인, 고발인, 고소나 고발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의 불복
1. 고등검찰청에 항고(appeal)할 수 있다. 

“검찰에 항고”한다 해서, 검찰항고라 부른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되, 항고장은 
수사가 이루어진 지방검찰청에 낸다. 지방검찰청에서 항고장을 보고 자진해 불기
소처분을 고쳐(경정) 수사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기소 or 기각 결정

검찰항고
자진
경정

재기수사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
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찰항고를 인용하여, 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을 고칠 수 
있다(경정). 이 때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접 수사를 재기할 수도 있고, 지
방검찰청 앞으로 수사 재기를 명령할 수도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인용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기소 or 기각 결정

검찰항고
경정

(재기수사 or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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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하면 소속 검사[(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
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5. ...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 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

3.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이제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것이 재정신청
(petition for adjudication)이다.

고등검찰청 결정까지 있었으니, 그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다. 다만, 
재정신청서는 수사가 이루어진 지방검찰청에 낸다. 검찰청에서 재정신청서를 보
고 자진해 불기소처분을 고쳐(경정) 수사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진
경정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검찰항고

재정신청

경정

!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항고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검사는 법원과 판단이 다르더라도 기소해야 한다. 법률상 의무다. 검사는 공소제
기 결정에 불복할 수도 없다.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인용 결정

검찰항고

재정신청

공소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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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④ ...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

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것은 재항고이자 동시에 즉시항고다. 정확한 개념은 차차 배우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결정

검찰항고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
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발인의 불복
1. 고등검찰청에 항고(appeal)할 수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기소 or 기각 결정

검찰항고
자진
경정

재기수사

!



115제1강  형사구조론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
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검찰에 재항고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결정까지 있었으니, 그 위에 있는 검찰총장에 재항고한다. 다만, 재항
고장은 고등검찰청에 낸다. 고등검찰청에서 재항고장을 보고 자진해 불기소처분
을 고쳐(경정) 수사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
기소 or 기각 결정

검찰항고

자진
경정

재기수사 or 
재기수사명령

!

대검찰청(검찰총장)

검찰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③ [검찰]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
에 불복[할] ...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고소인도,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재항고가 가능한가? 안 된다. 고소인은 검
찰 재항고 자격이 없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③ [검찰]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
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고소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

3. 재정신청은?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원칙적으로는 재정신청 자격이 없다.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한해, 고발인도 재
정신청 자격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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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 고발도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불복
1. 고소인도 고발인도 아니므로, 애당초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자격이 없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
인은 ...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수사 중이라면 가능하다. 그러
나 고소, 고발을 하기도 전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불기소처분까지 난 상태라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2. 구제수단은?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다. 즉,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왜? 
기소가 되었더라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으로 공판(재판
절차)이 열리지 않게 되어 그러한 진술권이 박탈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불기소처
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
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92헌마48: 형사피해자[들이] 고소를 제기함이 없[었던 채로]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
하여 수사와 처분이 종결된 사건[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새로이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
리결과에 따라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해
야 할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나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면에서도 아무런 실
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피해자들은] 별도로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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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인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하면 그때는 되나? 이것도 안 된다. 일단 이 부
분은 결론만 기억해 두고 이유는 차차 배우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고소인 고발인 미고소 피해자

검찰항고 ○ ○ ×

검찰재항고 × ○ (원칙) ×

재정신청 ○ × (원칙) ×

헌법소원 × × ○

연습문제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ㄴ.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
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
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ㄷ.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
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
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
미한다.

ㅁ.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담당검
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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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Trial�date

형사소송에서 진실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찾았듯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
소송참여자들 사이의 대화와 논증과정을 거쳐 �

법관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변종필

개념
공판기일
공판기일이란? 재판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
일(date).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
약식절차만으로는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정식재판절차에 따라야 공판기일
이 열린다. 정식재판절차는 언제 진행되는가? 주로,

검사의 
처분

수사절차

기소
정식기소

약식기소

판결
선고

약식명령
고지

공판절차(출석)

약식절차(서류)

법원의
재판

정식재판
청구

1. 검사가 정식기소(구공판)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
한 경우...

2.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했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정식재판절차로 
이전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판기일 이전의 준비
개요
공판기일 이전에 먼저 당사자들은 공판기일을 준비(preperation)한다. 주로 법
원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식이다. 다음과 같다.

공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장 부본(duplicated copy of an indictment; duplicated copy 
of written prosecution)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
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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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본(duplicate)이란? 원본과 똑같이 생긴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그걸 부
본(duplicated copy; duplicate)이라 한다. 

목적 범위 효력 사례

원본
(original copy) 보관 - 원본 (법원 보관용)

판결서

정본
(officially certified copy) 원본처럼 사용 전부 원본과

동일
(당사자에 주는)

판결서

부본
(duplicated copy) 송달 전부 원본과

동일
(민사)소장 부본

(형사)공소장 부본

등본
(certified copy) 원본 내용의 증명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초본
(abstract copy) 원본 내용의 증명 일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courtesy copy) 참고용 무방 참고자료 (상대방용)

증인신문사항

2.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장 부본 송달 절차가 있다.

송달은 법원이 한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
인에게 송달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판
기일 이전에 변호인을 붙인다.

1. 구속사건 경우, 이미 변호인(court appointed counsel)이 붙어 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이
다. 그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따로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기소 후에도 제1심 공판절차 내내 이 국선변호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
문하여야 한다.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
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실질심사

국선변호인

기소 제1심 선고(무렵)입건

수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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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끝나면 그 국선변호인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소가 되면, 담당 재판부 배정과 함께 법원은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관행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
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2. 불구속사건 경우, 변호인이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법원은 국선변호
인을 선정할 수 있다. 

사선은 선임(hire)이라 하지만, 국선은 선정(appointment)이라 한다. 

공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유는?

1. 필수국선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
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청구국선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재량국선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
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지정
위 절차를 마치면, 재판장은 “2019. 7. 19.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과 같이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1. 검사는? 검사가 출석해야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를 보낸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
여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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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267③ B215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공판기일통지서

아래와 같이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개정장소 이 법원 서관 514호 법정(5층)

2�19. 7. 9.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피 고 인 공판일시 구금장소 영수인 비고

1 2�19고단7566 폭  행 이무도
2�19. 7. 19.

1��15

불구속

2 2�19고단7571 명예훼손 김누설
2�19. 7. 19.

1��2�

불구속

3 2�19고단7575 상  해 김가해
2�19. 7. 19.

1��3�

서울남부
구치소

4 2�19고단758� 절  도 최도척
2�19. 7. 19.

1��4�

서울남부
구치소

5 2�19고단7588 절도미수 황초범
2�19. 7. 19.

1��5�

불구속

6 2�19고단7594 특수절도 김양상 외 2
2�19. 7. 19.

11���

서울남부
구치소

7 2�19고단76�5 강제추행 성기호
2�19. 7. 19.

11�15

불구속

8 2�19고단761� 폭  행 김사마
2�19. 7. 19.

11�2�

불구속

9 2�19고단7612 폭  행 배지타
2�19. 7. 19.

11�25

불구속

1� 2�19고단762� 특수절도 김도범 외 1
2�19. 7. 19.

11�3�

서울남부
구치소

11 2�19고단7628 강제추행미수 윤미수
2�19. 7. 19.

11�4�

불구속

12 2�19고단7633 폭  행 손오공
2�19. 7. 19.

11�45

불구속

민사든 형사든, 실무상 사건 1개당 주어지는 변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면, 우리 법정의 기일 진행 모습이 생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고인도 출석해야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보통 “출석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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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피고인소환장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7. 19. 10:30를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이 법원 서관 514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이용>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
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2019. 7. 9.

  판사   명 판 석  (인)

◇ 유 의 사 항 ◇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공판준비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진행에 관한 안내 자동응답전화(ARS) : 지역번호 없이 ☎1���-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음

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1� 0�� 10]+‘✽’를 누르시면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법원주사보 최참여

　 직통전화 : 02-2192-1234

   팩    스 : 02-2192-9999   e-mail : e#�a�e$�%�i$120�&�mail.��m

다만, 구속 피고인에게는 굳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다. 교도관에게 “재감인 소
환부”라는 명부를 보내며 통지하면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④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3. 변호인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도 변호인
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보낸다.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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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56-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공판기일통지서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공 판 기 일    2019.　7. 19. 10:30
개 정 장 소    서관 514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2019.　 7.  9.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 유 의 사 항 ◇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공판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진행에 관한 안내 자동응답전화(ARS) :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

하기 위해서는 안내음성에 관계없이 ‘1’+‘9’+ [열람번호] + ‘✻’를 누르시면 곧바

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

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법원주사보 최참여

   전화 : 02-2192-1234

   팩스 : 02-2192-9999               e-mail : engage_choi_1208@gmail.com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다. 대
표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필수적 변호 사건이다. “국선변호인으로 
됐으면 공판기일에 꼭 나오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필수국선] 및 같은 조 제2항[→청구국선]·제3항[→재량국선]의 규정에 따라 [국
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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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무얼 해야 하는가? 공소사실을 인
정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opinion letter)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

의    견    서

사  건 : 20 13 고  7575  호 

피고인 : 김 가 해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내

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

  (5)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

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피해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 정피해가 깨진 소

주�을 들고 제게 공격을 해 와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어쩌

다 보니 거의 스치듯 때.게 되었던 것3니다 . 게다가 정피

해4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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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

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

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1)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본인
김가해 39 대졸 회사원

부 김
� 63 고졸 무직 동거

모 최혜자 60 고졸 무직 별거 2년전이혼하심

여동생 김 해 3� 고졸 무직 별거

결혼해 부"$

  (2) 주거사항

     자가 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여인숙, 노숙 등)

  (3) 가족의 수입   

제가 회사'(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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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및 경력

  (1) 피고인의 학력

낙성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졸업했습니다.

  (2) 과거의 직업, 경력

대학 졸업 후 가설물산에 취업해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3)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가설물산 회사원이고, 월수입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4) 향후 취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계획 유무 및 그 내용, 자격증 등 소지 여부

없습니다.

 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

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아버지께서 일용노동을 하시며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 오셨고

그것도 일L이 없M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제가 학생일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 취업해 돈을 벌

어보려고 하c으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 부담이 커 어i

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장점은 사람들을 사�� 좋아해 친구가 많습니다.

단점은 술을 좋아하고 다��입니다.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

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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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해자와의 관계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합의 여부 (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도의적 차원에서 정피해가 주장하는 치료비 같은 손해를 배상하

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라. 범행후 피고인의 생활

  마.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없습니다.

  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정피해를 혼내려고 때린 것이 아니라, 벽 때X에 제가 더 이상

도[\ 공간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방어하고자 때린 것f니다.

그리고 정피해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도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f니다.

  사.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사건 당시 정피해가 저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소주

병을 깨고 깨� 소주병을 제게 휘두르며 저를 죽인다고 하�습니

다. 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

직인 아�지와 동거하며 부�해� 하는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

시기 바랍니다.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가. 피고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양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연

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문서, 서류 기타 관련 증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소재지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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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사건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

 

7.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법원조사관을 면담하여 양형에 관한 사실 및 의견에 관하여 도움 받고 싶은가요?

 (1) 원한다(    )       (2) 원하지 않는다( ○  )   (3) 기타(   )

20 19  .  7  .  1�  .

피고인      김 가 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울남부지방 지방법원 형사1� 부(단독) 귀중

* 각 사항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면이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에 적어 첨부할 수 있으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낼 때, 의견서 양식을 껴 준다.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 제3조(의견서 양식의 송달) 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
달할 때에는 의견서 양식...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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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 제출 제도는 왜 두었는가? 피고인의 입장을 일찍 확인하여, 법원이 심
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즉, 말 그대로 의견서일 뿐, 이 자체가 증거로 
될 수는 없다.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 제7조(증거사용의 금지) 의견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의견서 제출은 마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부본을 첨부해 법원에 답
변서를 제출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사자주의 구조를 엿볼 수 있다.

피고인

법원

검사

공소장 공소장 부본

공소장 제출 &
부본 송달

피고인

법원

검사

의견서 부본 의견서

의견서 제출 &
부본 송달

2019. 7. 19. 오전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피고인

법원

검사

변론 변론

공판기일

증거의 열람, 등사
1. 공판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만 받았을 뿐, 수사기록은 여전히 검

사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인조사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뭐라 말했는
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피고인이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
기 어렵다.

2. 그래서 피고인, 변호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inspection), 등사(copying)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
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
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

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참고인진술조서]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등을 포함한다)

영미법상 증거개시(criminal discovery) 제도를 부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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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형사법정 배치

피고인

재판부

법대

검사

변호인

증언대

증인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
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
측에 배치한다.

⑤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
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비교: 민사법정 배치

증인

재판부

법대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증
       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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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
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 단지 법정배치를 보고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당
사자주의를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

소송관계인의 출석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
1. 원칙: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open)의 요건이다. 모두 출석해야 

공판기일 진행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
여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2. 예외: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청구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 경우가 있다.

검사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피
고인 불출석이 더 의미 있다. 여기에 모든 예외 사유(조항)를 적지 않았다. 퍼져 
있는 관련 조항을 꼭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②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항소심]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

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곧 배운다)]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
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경미사건이라도 징역, 구류가 가능하다면 판결선고일에 꼭 출석하게 했다. 왜? 
만약 의외로 실형선고를 할 경우, 그 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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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출석
1. 원칙: 임의적 변호. 원칙적으로, 변호인 출석은 개정 요건은 아니다.

2. 예외: 필수적 변호. 즉,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
다. 대표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3. 예외의 예외: 판결선고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실무상 변호인이 판결선고일에 출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어차피 선고일 당일
에는 변호인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출석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고일에 괜히 갔다가 멱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필수국선] 및 같은 조 제2항[→청구국선]·제3항[→재량국선]의 규정에 따라 [국
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
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변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민사, 형사소송 비교
조금 거칠게 말하면, 실무상,

1. 형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함께 출석한다. 

2. 형사 선고기일에는 피고인만 혼자 출석한다. 

3. 민사 변론기일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만 혼자 출석한다.

4. 민사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소송대리인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는다.

물론, 어느 경우든 굳이 출석해도 된다. 

모두절차
개념
모두절차(opening proceeding): 공판기일 최초에 하는 절차. 차례로 보자.

입장
1. 검사와 참여사무관은 먼저 법정에 입장해 있고, 

2. 이후 법관이 입장한다.

3.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은, 재판장이 자기 사건을 부르면, 피고인석에 앉는다.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고지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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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인정
신문(identification question)이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두진술
1.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는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of prosecutor)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
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of defendant)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
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쟁점정리 및 증명계획
이제 재판장은,

1. 쟁점을 정리(organization of issues)하고,

2. 검사, 변호인에게 증명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증명]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증거신청과 그 채택
쟁점정리가 끝나면? 

지금 보는 이 부분이 형사재판실무와 수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법리와 직
접 연결되는 영역이라, 입문 단계부터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다.

1. 검사는 증거목록(evidence list)을 제출한다. 수사단계에서 수집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 각종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한다.

2. 채택된 증거는 법원의 증거조사 대상이다. 그래서 먼저 재판장은 피고인 측
에게 그 서류들을 각각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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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②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
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할 때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
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
한 의견[증거동의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3. 피고인 측은 각 서류별로 의견을 진술한다. 동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조서
에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등의 취지에
서 부동의할 수도 있다. 

판사는 증거목록을 보며, 피고인이 동의한 부분에는 ○로 표시하고, 부동의한 
부분에는 ×로 표시한다. × 표시가 많을수록 공판검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동의, 부동의는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1. 동의한 서류는? 증거로 채택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
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부동의한 서류(조서)는? 일단 보류한다. 증거로 써서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정피해의 증언]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정피해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그러나 영영 증거로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 정피해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다면, 그 서류의 원진술자, 즉 정피해를 증인으로 부른
다. 증인신문 날이 되면, 공판검사는 “이 진술조서가 증인 정피해가 수사기관
에서 말한 대로 써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증인신문한다. 확
인되면? 이제 증거 채택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이 아닌 자[→정피해]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정피해]의 ... 공판기
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된] ...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증거서류

증거채택

채택보류 증인소환

증거신청
기각

정피해
진술조서

증인 정피해
OR

피고인이
동의

피고인이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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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81

증 거 목 록(증거�� 등)

2019고단7575

2019형제12345호 신청인 : 검 사

순

번

증거방법

참조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H 증거I정

증거

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거명S 성명 기일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48 피의자신문조서 김가해 공소사실 1 1 O 1 O 1

2 59 진술조서 한목격 ‘’ 1 1 O 1 O 1

3

66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김가해 ‘’ 1 1 O 1 O 1

4 ‘’ (정피해 진술부k) ‘’ 1 1 X 2 O 2

5 ‘’ (한목격 진술부k) ‘’ 1 1 O 1 O 1

6 사경 8 진술조서 정피해 피해사실 1 1 X 2 O 2

7 12 피의자신문조서 김가해 공소사실 1 1 O 1 O 1

8 17 상해진단서 정피해 피해상n 1 1 O 1 O 1

9 24 수사o고서

범행장소

건물구조

1 1 O 1 O 1

10

※ 증거의H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 증거서� : 동의 ○, 부동의 ×

- 진술� 특히 신�� 수 있는 상�하�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 기�)

※ 증거I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 제시, 낭독(내용고$, 열람)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이 정피해 진술조서를 부동의한 사례다. 정피해 진
술조서를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피해 증인신문을 위해 제2회 공판기
일을 잡고, 정피해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
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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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81

증 거 목 록(증��)

2019고단7575

2019형제12345호 신청인 : 검 사

증거방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

기일

증거$%

증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옷단추 1개

(증 제1호)
피해상황 1 1 O

증인 

정피해
공소사실 1 1 O

2019. 8. 2. 15:00

(실시)

증인 주인장 공소사실 1 1 O
2019. 8. 2. 15:00

2회 기일 철회, 취소

※ 증거$% 표시 : 채 ○, 부 ×

B1281

증 거 목 록(증��)

2019고단7575

2019형제12345호 신청인 : 검 사

증거방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

기일

증거$%

증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옷단추 1개

(증 제1호)
피해상황 1 1 O

증인 

정피해
공소사실 1 1 O

2019. 8. 2. 15:00

(실시)

증인 주인장 공소사실 1 1 O
2019. 8. 2. 15:00

2회 기일 철회, 취소

※ 증거$% 표시 : 채 ○, 부 ×

변론
변론의 개념
변론(pleading)이란?

1.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도)이,

2. 공판정에서,

3. 법원 앞으로,

4. 각자 말로(orally) 주장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술]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술]변론
에 의거하여야 한다.

변론요지서
1. 그러나 말로만 남기면 나중에 판사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2. 그래서 변론의 요지를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목을 붙인다. 그러나 제목은 어떻게 쓰더라
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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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다투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

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범죄의 성립 여부

  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외 한목격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같은 취지로 수

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있을 뿐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년 하순경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첨부 1. 사업계획서, 2. 통장 

사본 참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

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기를 희망하는 

상태라고 합니다(첨부 3. 한목격의 진술서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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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해진단서 증명력의 한계

        피고인은 맨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가볍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

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격만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

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

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처럼 사건 발생일자와 진단일자에 약 15일이나 되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

부에 더욱 의문이 있습니다.

  다.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하자 

벽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부득이 맨손으로 방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무죄라 보아야 합니다.

3. 피고인의 정상

    설령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가. 동종전과 없음

  나. 심신미약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4명이 소주 5

병을 마셨으므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쪽 참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

습니다. 이 점은 한목격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의 형은 감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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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첨부 4. 치료비 송금영수증 사본, 5. 정피해

의 처벌불원서 참조).

  다. 우발성

       이 사건은 오랜 친구들 사이의 우발적 싸움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습

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덤벼들기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유죄로 판단하

시더라도, 위 정상들을 참작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

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업계획서 1통

2. 통장 사본 1통

3. 한목격의 진술서 1통

4. 치료비 송금영수증 사본 1통

5. 정피해의 처벌불원서 1통

                            2019.   7.   1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국 선 양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귀중

변론요지서,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인 측의 상대방, 즉 검사에게 송달해 주지는 
않는다. 민사소송 같은 완전한 당사자주의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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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공판기일 진행상황을 조서에 기재한다. 공판조서(protocol of trial)다.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
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회 .공 판 조 서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기　　일 : 2019. 7. 19. 10:30

판　　  사   명판석                        장　　소 : 제 514 호  법정

                                           공개여부 : 공  개       

                                           고 지 된
법원주사보   최참여                        다음기일 : 2019. 8. 2. 15:00
                                                

피 고 인     김가해       출석

검    사     이공검                                               출석

변 호 인     국선양(국선)                            출석

판  사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김가해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주        거:  ‶
등 록 기 준 지:  ‶

판  사

피고인에 대하여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

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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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이므

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

변호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건 민사분쟁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 진술에 객관성

이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여 일 지나 진단을 받아 발급한 상해진단

서로는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고자 합니다.

판  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  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판  사

변론속행(증인신문을 위하여)

2019. 7. 19.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판      사     명 판 석  (인)

1. 나중에 당시 공판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 바로 
이 공판조서 기재만으로 증명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2017도512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
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회
를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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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공판조서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약 잘못 기재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보여 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
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3도3282: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통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3. 만약 법원이 공판조서 열람, 복사 청구를 거부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
술은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③ 전2항의 청구[⊃공판조서 열람, 복
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003도3282: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
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i]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ii]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
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자세히는 제8강 증거법에서 배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
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
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
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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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속행
1. 증인소환 및 증인신문 등이 필요한 경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게 된다. 그 

사건의 변론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공판기일만 끝내고 다음 
공판기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속행(continu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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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이므

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

변호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건 민사분쟁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 진술에 객관성

이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여 일 지나 진단을 받아 발급한 상해진단

서로는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고자 합니다.

판  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  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판  사

변론속행(증인신문을 위하여)

2019. 7. 19.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판      사     명 판 석  (인)

2. 공판기일이 여러 번 잡히면,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식으로 구별해 
부른다.

증인신문 
교차신문
증인신문은 교차신문(cross examination)으로 한다. 즉, 다음 순서로 한다.

1. 먼저,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

2. 다음,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

3. 그 다음, 재판장이 신문

피고인

재판부

법대

검사

변호인

증언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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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
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

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 ...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

선서와 위증죄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서에 의해 선서를 한다. 

1. 선서해 놓고, 증인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증인은 위증
죄(perjury)로 처벌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인인데 선서 안 하고 진술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82도1000: [J는 K]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선서 없이 
한 [J]의 법정진술[은] ... [K]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인적격
1.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
로 신문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 자신은 제3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2001헌바41: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의 증인적격이 부정되고 있[다.]

3. 피고인 측에서 원하면,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
문(questioning of the accused respondent)이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
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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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도 대체로 공판기일에 진행한다.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다만, 편
의상 다른 공판조서와 구분해 특별히 “증인신문조서”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
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증      인      성       명 정피해

생 년 월 일 1980. 3. 4.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909(등촌동)

판    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같은 법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

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

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

하였다.

증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고유번호 

000260-20190860000112-180226540733)과 같다.

2019. 7. 19.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판      사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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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증언은 법정에서 녹음한다. 녹음물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2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피고인신문절차는 ... 전부를 녹음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29조(조서에의 인용)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
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
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상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위 녹음물을 속기사에게 전달
해 녹취서로까지 만든다. 그 녹취서도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4조의2(녹취서의 작성 등) ① 제2조
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
건...에 대하여는 속기사에게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②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
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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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인

(인)

녹 취 서 (요지)

사건번호 2019고단7575

기    일 2019. 8. 2. 15:00

비    고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취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붙임 : 증인 정피해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총 면수 : 2면) 1부

2019.  8.  5.

속기사  방타자    (인)  

※ 이 녹취서는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당사자나 증인 등은 이 녹취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의의 취지를 이 녹취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거나 이 녹취서 중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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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피고인을 상해 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이 때 검사는 수사기록 11쪽의 신고서를 보여주고 이를 읽어보게 한 후,

문 이 서류는 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고서를 제

출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 때 검사는 수사기록 8쪽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66

쪽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보여주고 이를 읽어보게 한 후,

문 이 서류들은 증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들을 기재한 것인

데, 증인은 그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읽어보고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 사실이 있

고, 그 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답 예, 모두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한목격, 최실종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상해 범행을 

시인하며 증인의 치료비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요.

답 예, 그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때렸나요.

답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제 허리를 2~3회 강하게 때려서 “퍽” 소리가 났

고, 저는 너무 아파서 쓰러질 뻔 했습니다.

문 그 장면을 증인의 친구들도 보았나요.

답 한목격과 최실종이 보았지만, 최실종이 저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다른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답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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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증인을 때렸다고 시인했나요.

답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제게 시인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증인의 상처가 피고인 자신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시인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피고인이 제가 다친 것까지도 책임진다는 취지로 받

아들였습니다.

문 증인은 왜 사건 직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약 15일 지나 병원 진단을 받았나요.

답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도 따라 경찰서에 가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에게 맞았을 때 실제로 쓰러졌나요.

답 실제로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의 권유로 2015년 하순경 2,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아서 피

고인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답 사실이지만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문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직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잘못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를 맞을 때 입고 있던 옷 단추가 떨어진 사실이 있나요.

답 맞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고, 집에 돌아와 보니 외투 옷단추 1개가 없어져 있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있나요.

답 오랜 친구 사이라서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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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고인이 증인의 상처가 피고인 자신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시인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피고인이 제가 다친 것까지도 책임진다는 취지로 받

아들였습니다.

문 증인은 왜 사건 직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약 15일 지나 병원 진단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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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개요
증거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게 한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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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판부

법대

검사

변호인

증언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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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
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

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 ...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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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 회 .공 판 조 서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기　　일 : 2019. 8. 20. 14:00

판　　  사   명판석                        장　　소 : 제 514 호  법정

                                           공개여부 : 공  개       

                                           고 지 된
법원주사보   최참여                        다음기일 : 2019. 9. 3. 10:00
                                                

피 고 인     김가해       출석

검    사     이공검                                               출석

변 호 인     국선양(국선)                            출석

<생략>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판  사

각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판  사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

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녹음할 것을 명하고 소송관계인에게 고지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고유번호 

198765432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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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피고인신문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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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
비록 피고인신문을 할 때 편의상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지만, 증인신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피고인 당사자신문(party examination)이다. 즉, 피고인은, 

1. 피고인석에 앉아 변론 과정에서 진술할 수도 있다. 당사자(party) 자격에서 
진술하는 것이다.

2.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진술할 수도 있다. 증거조사 대상
(target; method of evidence) 자격에서 진술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거짓말하면? 위 2가지 중 어느 경우든,

1. 피고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2003도5114: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
의 형사소송[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8도3300: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 증인이 될 수 없[다.] ... 선서한 다음 증언
[할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영화에서, “피고인! 거짓말하면 처벌돼요!” 호통치는 판사가 있다면, 웃어주자.

2. 피고인이 선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2001헌바41: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그 법정진술이 직접 자신을 위한 유리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공범 간, 또는 공동피고인 간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차차 배우자. 

최후변론
검사의 의견진술
1. 피고인신문도 끝나면 최후변론(closing argument) 단계가 남는다. 이 때 

검사는 최종의견(opinion of prosecutor)을 진술한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
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가령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여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과형에 관
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이를 구형(demand a penalty)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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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검  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판  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변호인

피고인을 위하여 별지 변호인의견서 기재와 같이 변론하다.

피고인

정피해의 공격에 정당방위했을 뿐이고, 정피해가 주장하는 상해도 저와 

무관해 너무 억울합니다.

판  사

변론종결

2019. 8. 20.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판      사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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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받지 않는다. 심지어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83도1789: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
한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
1. 변호인도 최후변론(closing arguments)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최후진술(last statement of the accused)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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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사     명 판 석  (인)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
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8도327: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
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러]므로, 피고
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
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변론종결
변론종결의 개념
최후변론도 마치면 이제 판결선고만 남게 된다. 

1. 그 상태를 변론종결(closure)이라 한다. 

2. 재판부가 변론종결하는 것을 결심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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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과 판결선고
1. 변론종결일에 판결선고(sentencing)한다. 즉일선고라 부른다. 이것이 원칙

이다. 이 경우 일단 판결선고를 한 다음, 판결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즉일선고하지 않고,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선고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예
외다. 이 경우 판결서를 작성한 다음, 판결선고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
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 한다. ...

예외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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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김가해       출석

검    사     이공검                                              출석

변 호 인     국선양(국선)                                불출석

판  사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 

.......<생략>....

2019. 9. 3.

   

                                 법원주사보     최 참 여  (인)

                                 판      사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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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사     명 판 석  (인)

“판결”과 “판결서”는 다르다.

2015모2229전합: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만약] 판결의 선고내용과 판결
서의 내용이 다르면 선고된 내용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서는 판결의 내
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결국, 법원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사이의 증거와 사실관계까지 참작해 판단
한다. 즉, 형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 기준시(표준시)는,

1. 변론종결시(예: 2019. 8. 20.)가 아니라,

2. 판결선고시(예: 2019. 9. 3.)다.

어떤 의미인가?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대폭 가미한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들의 변론이 종결한 후라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교: 당사자주의에 충실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principle of pleading) 
때문에, 변론종결시가 기준이다. 민사법 제1강 중 “당사자주의”를 참고하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본 구조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법원의 
증거수집 변론주의 직권주의

자백한 경우 
사실인정

법원심증에 불구, 자백한 그대로
(빌려준 사실 자백하면, 인정해야)

자백에 불구, 법원심증 따라 확정
(자백해도, 그런 사실 없으면 무죄)

자료판단 
기준시점

당사자의 자료제출 최후시점
(= 변론종결시)

법원이 판단하는 최후시점
(= 판결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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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변론이 종결된 후에 변론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이미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공판기일을 다시 잡는 것을 변론재개(reopen)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155제1강  형사구조론

증거법
Evidence�Rule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
무죄인가를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

- 周防正行,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증거법의 의의
머리에
1.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려면, 

2.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3.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능력
사실인정은 증거(evidence)로 한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증거 없으면 무
죄다. 증거재판주의(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증거를 범죄사실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 때, 범죄사실
의 증명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admissible) 법률상 자격을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이라 한다.

예: 경찰이 고문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떤 경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
다. 그 경우 법관이 아무리 증거를 쓰고 싶더라도, 써서는 안 된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 = “써도 되는” 증거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아무리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치(value) 있는 증거, 즉 
필요한 증거는 없다면, 역시 무죄다.

1. 증거능력만 있다면 모든 증거가 가치 있는가? 아니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에서도, 믿을 만한(probative) 실질적 가치를 지닐 경우, 증명력(probative 
value of evidence)이 있다고 한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먹은 밥 그릇은 증명력이 없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자유심증주의(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명력 있는 증거 = “쓸 만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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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부존재의 효과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는, 유죄의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2.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도, 유죄의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자격
인정

가치
인정

형식적 허용성 문제 실질적 신용성 문제

증거 사실
인정

증
거
능
력 

관
문

증
명
력 

관
문

증거의 세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2013도11650전합: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i]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ii]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i]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증거재판주의] [ii]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
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자유심증주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
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백배제법칙
개념

추궁

공방

자백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공소제기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제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ㅠㅠ
“제가 죽였습니다.”

고문
!

자백배제법칙(confession rule)이란? 다음 증거법칙이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 등 이유로 임의(voluntary)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suspicion)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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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
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칠: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있다.

84도2252: [헌법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인정 → 의심)]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
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의
1. 실체진실주의

2. 인권보장

3. 적법절차원칙

4. 영장주의

2004도7900: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허위진술
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
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
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념

추궁

공방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공소제기

검사의
증거물
제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영장 받기 귀찮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물건주
증거물

ㅠㅠ
ㅠㅠ

증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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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이란? 다음 증거법칙이다.

1.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illegally 
obtained) 증거는,

2. 증거능력이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도3061전합: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 통하여 수집한 증거[→독나무]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열매]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
록 [해야 한다.] 

일신절차: 적법“절차”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있다.

의의
1. 실체진실주의

2. 인권보장

3. 적법절차원칙

4. 영장주의

2007도3061전합: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의 근간을 ... 헌법[이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
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 형사소송
법[이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취
급해야 하는가? 이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
[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전문법칙
개념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다음 증거법칙이다.

1.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또는 제3자를 통해 진
술하는 식의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2.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159제1강  형사구조론

추궁

공방

진술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공소제기

검사의
조서들 

증거제출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진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
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
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원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는 모두 전문증거다. 그래서 “원칙
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의의
1. 반대신문권 보장

2. 직접주의(법관 대면 증거 중심)

3. 실체진실주의(믿기 어려운 증거의 사전 차단)

4. 적법절차원칙

97헌바51: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 이러한 기본권들의 실현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
이 규정한다. 즉,]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로
써]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하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였다.

원칙에 대한 예외
전문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 전문증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
거로 써도 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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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진술조서의 원진술자(참고인)가 법정에서 “이 조서는 진술한 대로 기
재되어 있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추궁

공방

진술

증언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증인

공소제기

검사의
진술조서 
증거제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이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증인이 된 참고인]의 ...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 ...에 의하여 증명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
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추궁

공방

진술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참고인

공소제기

검사의
진술조서 
증거제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증거로 써도 좋습니다.”
진술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
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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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2.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필요 최소한도만 인정해야 한다.

2010도12: [전문법칙의] 예외는 [(i)] 직접주의와 [(ii)]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
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iii)]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
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자백보강법칙
개념

추궁

공방

자백

수사절차 공판절차

변호인

검사
피의자

피고인

검사/경찰 법원

공소제기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제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가 죽였습니다.”

!

“증거는 이것뿐인가요?”

자백보강법칙(corroborating rule)이란? 다음 증거법칙이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달리 보강증거
(corroborating evidence)가 없다면,

2. 그 자백을 유죄증거로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
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칠: “자백”보강법칙도 헌법 제12조 제“7”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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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실체진실주의

2. 인권보장

3. 적법절차원칙(자백에 편중한 수사관행에 대한 견제)

86도1484: 무릇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자백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
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표제는 “증거능력”이라 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
보강법칙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 문제로 해석(interpretation)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개념
무죄추정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다음 증거법칙이다.

1.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2.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하려는데,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이 안 선다
면? 무죄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When it doubt, for the 
accused).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의의
1. 적법절차원칙(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2. 검사에게 증명책임 부여

의의(1):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범인이라도 형사절차상 기본권(procedural fundamental right)을 보장한다.

1. 유죄의 확정이란?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
다. 그때까지는, 범인이 형사절차상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어느 단계에 있
든 간에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90헌가48: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
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된[다.] 가사 그 불이
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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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수사, 공판과정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96헌마48: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이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부득이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96도561: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
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의(2): 검사의 증명책임
검사가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을 부담한다. 이것이 바로 “증거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1. 사실관계에 관해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원이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검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를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유죄인가?

○

?

×

유죄로 처리

무죄로 처리

무죄로 처리

2. 피고인이 항변하는 부분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검사
가 증명해야 한다. 

2013도11650전합: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
게 있[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 경우, (i) 기본적으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
이 있지만, (ii) 피고의 항변사실에 관해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95도3081: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증명]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
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유죄를 받기 위해, 법관에게,

1.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한다. 즉, 의심 여지를 없애야 한다.

물론, 검사가 신이 아닌 이상, 법관의 의심을 100% 없앨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
는 “의심”이란,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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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1650전합: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
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
[다. 즉,]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2. “피고인이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 주면, 공격 실패다. 무죄다.

피고인은 무죄를 받기 위해, 법관에게, 

1. “자신이 무죄다”라는 확신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즉, 의심 여지를 없앨 필요
까지는 없다.

2. “자신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 주어도, 방어 성공이다. 무죄다.

검사의 공격
“확신 주기”

피고인/변호인의 방어
“의심 주기”

유죄
확신

무죄
확신

유무죄
의심

방어 실패

방어 성공

공격 성공

공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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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Judgment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부유한 사람에게 �
비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 “레위기” 제19장 제15절

기초개념: 재판
머리에
판결과 재판은 다르다. 소송에서 법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을 “재판”이라 한다.

재판의 종류
1. 판결(judgment):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

예: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 결정(ruling): 소송절차에 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

예: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증거채택결정, 증거기각결정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
야 [한다.] ...

3. 명령(order): 소송절차에 관해 법관(judge)이 내리는 재판

예: 공판기일지정명령, 공판기일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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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구 소송절차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해 선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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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선고, 고지
1. 판결(judgment): 법정에서 구술(oral) 변론으로 진행한 후, 선고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 한다. ...

2015모2229전합: 판결은 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공판정에서는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2. 결정(ruling), 명령(order): 서류진행도 가능하고, 재판서 등본(쉽게 말해, 
원본과 같은 효력의 복사문서)을 보내주거나 적당히 고지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

유죄판결
개념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내리는 판결

2. 주문은,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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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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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판결이유에 명시할 사항
판결이유에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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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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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안중근이 작성한 정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옷단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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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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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量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
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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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폭력범죄 양형기준 (당연히, 이런 것을 외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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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

사보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맛나식당 1층 식사자리는 벽이 없고 

사방으로 개방된 장소로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정피해의 위협을 피해 식당 외부로 도망

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

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펴본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

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

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

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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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

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

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들
다음은 모두 유죄(guilty) 판결이다.

1. 집행유예(suspension of execution) 

2. 선고유예(suspension of imposition)

3. 형면제(remission)

집행유예
집행유예(suspension of execution)란? 

1. 유죄이고,

2. 형을 선고하되, 

3. 형 집행(execution)만을 유예한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감옥에는 안 간다.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실형(감옥) 살
게 하기는 너무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1. 집행유예할 형을 “징역 6월” 식으로 정해 놓는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의 형[예: 징역 6월]을 선고할 경우에 ...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예: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2016헌마878: 집행유예 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자발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 범죄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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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안중근이 작성한 정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옷단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우발적인 점,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이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집행유예 기간(예: 2년)을 무사히 지내면? 형선고(예: 징역 6월)가 실효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16도503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중
처벌 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
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suspension of imposition)란?

1. 유죄인데, 

2. 형의 선고(imposition)를 유예한다.

3. 결과적으로, 형 집행도 유예된다.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초범이고 반
성하면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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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할 형을 “벌금 2,000,000원” 식으로 정해 놓는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
을 선고할 경우에 ...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정상이 현
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2014도15120: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
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
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한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안중근이 작성한 정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옷단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우발적인 점,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이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
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014도15120: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노역장유치)]처분까지 해 두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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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유예 기간(2년)을 무사히 지내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한다].

2006헌마688: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
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

2007헌가19: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
한 사고 없이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다.] 이들 모두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벌의 대용방안이[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형법이 규정하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
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자
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이처럼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그 법적 성격 및 요건·효과
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주체 검사 (수사종결) 법원 (공판종결) 법원 (공판종결)

대상 피의자 피고인 피고인

본질 불기소처분 유죄판결 유죄판결

처할 형 (상관 없음) (주로) 벌금형 (주로) 징역형

유죄? × (∵무죄추정) ○ ○

형 선고? × (∵기소×) × (∵선고를 유예) ○

형 집행? × (∵판결×) × (∵형선고×) × (∵집행을 유예)

유예기간 도과 (유예기간 개념 없음) 면소로 간주 형선고 실효

형면제
형면제(remission)란?

1. 유죄인데, 

2. 형(punishment)은 면제한다. 

선고유예, 집행유예와는 달리, 아예 형 자체를 면제받는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
유에 해당하면 형면제할 수 있다.

2017도14609전합: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
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다.] 즉, 유죄판결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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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대응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1. 형을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몇 원” 식으로 정해 두지를 않는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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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안중근이 작성한 정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옷단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증인 한목격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피해의 공격

을 방어하다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2. 유예가 아니라 면제라서, 유예기간 같은 개념도 없다.

주의: 형법에 “...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면제 규정들이 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규정들은 형면제와 무관하다. 처벌면제는 무죄고, 
형면제는 유죄다. 무죄라면 면제할 형이 없고, 유죄라야 면제할 형이 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죄판결
무죄판결 사유
1. 범죄로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때는 무죄(not guilty)판결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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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해당 없음

증거불충분

제325조 전단

후단

무죄

2.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 식으로 난다.

3. 무죄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시(public disclosure)한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
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
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범죄로 되지 않는 때
공소사실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1.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예를 들어, 처벌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했다면, 무죄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에 대응한다. 구성요건은 제2강 
구성요건론에서 자세히 배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91도2825: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
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2. 위법성조각(깨짐):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위법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예를 들어, 상해를 했
지만,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면, 무죄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죄가안됨에 대응한다. 위법성은 제3강 위법성론에서 본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책임조각(깨짐):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예를 들어, 피고
인이 형사미성년자라면, 무조건 무죄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죄가안됨에 대응한다. 책임은 제4강 책임론에서 본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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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

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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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

술,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각 기

재를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정피해가 술에 취해 갑자기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

고인에게 덤벼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식당의 막다른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피해의 위 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

당한 침해행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

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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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없는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다. 왜 무죄선고하나?

1. 무죄가 확실해서가 아니다.

2. 유죄가 확실하지 않아서다. 

유죄
확신

무죄
확신

유무죄
의심

유
죄

판
결

무
죄

판
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When it doubt, for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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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

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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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

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가격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

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가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격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상

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리고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이 깨진 소주병

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며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는 그러한 적이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맨

주먹으로 맞았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태권도 유단자이기까지 한 피해자가 맨주먹으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2회 

맞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경험

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스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5일이 지나서야 처음 병

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180 제1강  형사구조론

- 2 -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

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가격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

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가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격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상

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리고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이 깨진 소주병

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며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는 그러한 적이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증인 정피해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맨

주먹으로 맞았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태권도 유단자이기까지 한 피해자가 맨주먹으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2회 

맞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경험

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스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5일이 지나서야 처음 병

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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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사가 작성한 한목격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년 하순

경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마. 의사 안중근이 작성한 정피해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정피해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는 거

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가격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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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면소판결 사유
다음 4가지 경우, 법원은 유, 무죄의 판단 없이 면소(acquittal)로 소송을 종결
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확정판결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일반사면

법률개정

제32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일반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재판을 하지 못
한다. 이것을 일사부재리(non bis in idem; principle not to decide on 
same matter twice) 원칙이라 한다.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또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확정된 후 똑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면, 면소판결을 선고
한다. 면소판결이 확정된 후 똑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해도,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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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면(general amnesty):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도 면소사유다. 원래 일
반사면을 받으면, 기소할 수 없다. 만약 기소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
한다.

특별사면은 해당 없다. 

2011도1932전합: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이다.]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
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자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

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

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 공소시효(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완성: 일정 기간 동안 공
소제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공소시효 완성 후 기소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2013헌바176: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
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
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
흩어져 잃어버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그리]하여 범
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
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대다수 국가에
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공소시효 기간이나 법정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는 기억
해 두면 시험장에서 법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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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개정: 범죄 후 종래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돼 형이 폐
지(abolition)된 경우다.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2000도2626: 피고인이 운영한 여관은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청소년 숙박업소출입 허용행위도 범행 당시에는 ...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1999. 7. 1.부터 시행된 청
소년보호법에서는 오히려,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 것으
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소판결 대상이다].

4가지 사유 모두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대응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면소란 무엇인가?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을 때 면소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저 “확, 사, 공, 법이 곧 면소”라 알아두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

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을 가했다.

- 2 -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035 사건의 판결 등

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

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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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법령개정과 처벌 가능성
범행 당시에는 처벌조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처벌조항이 없어졌다면? 이 때 처
벌할 수 있는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없어진 것이라면? 무죄(not guilty)판결을 선고
한다.

형벌법률
제정

헌재
위헌결정

무효

소급

2008도7562전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현행 제3항 본문]는 형벌에 관
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
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없었지만, 그동안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국
회 스스로 법을 개정해 폐지한 것이라면? 면소(acquittal)판결을 선고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 그동안 처벌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해 폐지한 것이라면? 유죄(guilty)판결을 선고한다.

2000도764: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
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
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
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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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효력상실
by 헌재 위헌결정

폐지
by 국회

범행 후 
처벌조항 없어짐 for 반성적 고려

for 사회경제변화

면소

유죄

연습문제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
실된 경우는�‘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
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
칙이다.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
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기각판결
기초개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범죄 중에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들이 있다. 바로 친고
죄와 반의사불벌죄다.

1. 친고죄(crime which shall be prosecuted only upon complaint): 고
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opt-in). 

처벌 불가

처벌 불원

처벌 불가 처벌 불가처벌 가능

고소
(OPT IN)

고소 취소

친고죄

CASE A

CASE B
(고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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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2. 반의사불벌죄(crime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intention):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opt-out).  

처벌 불가처벌 가능

처벌 불원
(OPT OUT)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가처벌 가능

고소 취소
(OPT OUT)

고소
CASE A

CASE B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일반 범죄는, 범인의 처벌 여부가 피
해자 의사에 달려 있지 않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더라도, 범인을 처벌한
다. 피해자의 의사는 단지 정상참작사유일 뿐이다.

처벌 가능

고소 취소/
처벌 불원

고소

일반 범죄

공소기각판결 사유
법원이 다음 6가지 사유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dismissal) 
판결(judgment)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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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고소취소

친고죄의 고소취소

공소취소 후 재기소

이중기소

위법 무효인 기소

재판권 없음제32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공소기각
판결

1. 재판권이 없는 때

2. 기소 절차가 위법해서 무효인 때

3. 기소된 사건인데 재기소가 있을 때

4. 검사가 공소제기를 취소해 이미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기소한 때

5. 친고죄에 고소취소가 있는 때

6. 반의사불벌죄에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고소취소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
회되었을 때

6가지 사유 모두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대응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

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
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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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사례
1.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서, 검사가 기소했다.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

면? 기소 당시 기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즉, 기소가 적법, 유효해서 제2호 
사유는 없다. 하지만 제5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고소 취소고소

적법 유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2.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사가 착각해서 기소했다
면?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소는 위법, 무효라서 처음부터 제
2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고소 없음)

위법 무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5호 아니다.

3.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했다. 그런데도, 검사가 착각해서 
기소했다면? 고소가 없는데도 기소한 사례와 똑같다.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
가 있었다. 즉, 기소는 위법, 무효라서 처음부터 제2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고소 취소고소

위법 무효



189제1강  형사구조론

2008도7462: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
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반의사불벌죄 사례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서, 검사가 기소했다. 

그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 즉, 기소가 
적법, 유효해서 제2호 사유는 없다. 하지만 제6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처벌 불원(고소 없음)

적법 유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
회되었을 때

82도2860: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 공소제기 당시는 ... 소극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
었으나[(=처벌불원의사가 없었으나)] 그 후 결여되기에 이른 경우[(=처벌불원의사가 있
게 된 경우)다.] 즉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 한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해서, 검사가 기소했다.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면? 마찬가지로,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 즉, 기소는 적법, 
유효해서 제2호 사유는 없다. 하지만 제6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
결을 내린다.

기소

고소 취소고소

적법 유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
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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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폭행죄 사례에서, 피고인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필사적으로 합의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5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양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

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피해가 작성

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0.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판석        명  판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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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했다. 그런데도, 검사가 착각해서 기
소했다면?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소는 위법, 무효라서 처음
부터 제2호 사유가 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처벌 불원

위법 무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82도2860: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당초부터 ... [처벌불원의사]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즉, 처벌불원의사가 있는데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고소취소했다. 그런데도, 검사가 착각해
서 기소했다면? 처벌불원의사 있는데도 기소한 위 사례와 똑같다. 기소 당시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소는 위법, 무효라서 처음부터 제2호 사유가 있
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기소

고소 취소고소

위법 무효

일반범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처벌불원 후 기소 ○ × (제2호) × (제2호)

고소 후 고소취소 후 기소 ○ × (제2호) × (제2호)

고소 없이 기소 후 처벌불원 ○ × (제6호) × (제2호)

고소 후 기소 후 처벌불원 ○ × (제6호) × (제5호)

고소 후 기소 후 고소취소 ○ × (제6호) × (제5호)

피해자가 아무 의사 없음 ○ ○ × (제2호)

고소 후 기소 (& 고소 유지) ○ ○ ○

용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면? 민사는 소각하 판결, 형사는 공소기각 재판. 형
사는 “소각하”라는 말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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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사유
법원이 절차의 진행 자체를 할 수 없을 때,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판결이 아니
라 결정(rulling)이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소취소

이중기소(여러법원)

소송 중 사망

공소장 자체 범죄미기재

제32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공소기각
결정

1. 검사가 공소제기를 취소한 때

2. 피고인이 소송 중 사망한 때

3. 중복기소로 여러 법원 사이에 관할이 경합한 때

4. 공소장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기재가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

니하는 때

재기소 경우?
1. 전소가 확정되었다면 → 후소 면소판결(acquittal) 선고

2. 전소가 계속중인데 같은 법원에 재기소하면 → 후소 공소기각판결
(dismissal judgment) 선고

3. 전소가 계속중인데 다른 법원에 재기소하면 → 후소 공소기각결정
(dismissal rulling)

사유의 경합 
기초개념: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원래 판결문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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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주문(text): 판결문의 결론 부분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무죄.”

2. 판결이유(reasons): 그 구체적인 이유 제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떠어떠
한 점에 비추어 어떠어떠한 증거만으로는 어떠어떠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초개념: 죄수
1. 단순일죄: 1개 행위로 1개 죄 성립.

행위1

A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죄다. 가장 단순한 구조다.

2. 상상적 경합: 1개 행위로 2개 이상 죄 성립.

행위1

A죄

C죄

B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을 협박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
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공갈죄가 모두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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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
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 정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도130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이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
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한다.

3. 포괄일죄: 2개 이상 행위로 1개 죄 성립.

행위1 행위3행위2

A죄

예: 상습적으로 절도를 여러 차례 하면, 그 모두를 상습절도 1죄로 본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
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
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

2002도429: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
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
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

4. 실체적 경합: 2개 이상 행위로 2개 이상 죄 성립(각 행위마다 죄 성립).

행위1

A죄

행위3

C죄

행위2

B죄



195제1강  형사구조론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등을] ... 경합범으로 한다. 

예: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단속하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모두 성립하고, 서로 실
체적 경합 관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을] 운
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4도5257: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이다.] 반
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
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다.] ...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세히는 제5강 죄수론에서 배우자.

1개의 죄 수개의 죄

1개의 행위 단순일죄 상상적 경합

수개의 행위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

죄수 일죄 수죄

여러 사유가 추출될 때(무 < 면 < 공)
하나의 범죄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
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해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무죄 사유).

2.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면소 사유).

3.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
험업법」...에 따른 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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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693: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위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판결주문을 결정하는 데에는 순위가 있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순위: 공소기각

2. 제2순위: 면소

3. 제3순위: 무죄

3가지 사유가 모두 존재하면, 법원은 판결주문을 공소기각으로 낸다. 

유죄는 제4순위다. 유죄사유까지 있어도 판결주문은 공소기각.

2004도4693: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다.] 

[i]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ii 그리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법원으로서
는 이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법위반(치상)

증거불충분
(무죄 사유)

자동차보험가입
(공소기각 사유)

다만, 예외가 있다. 

2012도11431: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법] ...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 같은 법 ...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
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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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구성부분에 별개 사유가 존재할 때(무 > 면 > 공)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를 떠올려 보자. 죄를 분석해 보면, 여러 구성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이 구성부분에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가 각각 존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만약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쉈는데도, 아
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
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
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
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
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3. 두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95도2312: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현행 제148조], [현행 제54조] 제1항 위
반)...[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그런데,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부분은 증거 불충분하다(무죄 사유).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일반사면됐다(면소 사유).

95도2312: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는 ... 같은 해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면[→일반사면]이 있은 때

이렇게 범죄의 구성부분에 각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도, 판결주문을 결정하는 
데에는 순위가 있다. 순위는 여러 사유가 추출될 때와 반대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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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순위: 무죄

2. 제2순위: 면소

3. 제3순위: 공소기각

3가지 사유가 모두 존재하면, 법원은 판결주문을 무죄로 낸다. 나머지는 판결주
문이 아니라 이유에 기재하면 충분하다.

유죄는 제0순위다. 유죄사유까지 있다면 판결주문은 유죄.

95도2312: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사고후미조치 부분)]는 
사면[→일반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도주치상 부분)]는 무죄[인 사
안이다. 이] 경우,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는[가?]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현행 제148조], [현행 제54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
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 무죄를 선고하[는 상
황이다. 이 경우,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
니한다.

도주치상

손괴후
미조치

증거불충분
(무죄 사유)

일반사면
(면소 사유)

다만, 이러한 무 > 면 > 공 순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상소할 수는 없다.

83도1288: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무죄사유) 
다른]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면소사유) 사안이다. 이 경우]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재판권과 관할
1. 재판권이란,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수소법원; court of a lawsuit)이 그 사

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재판권 없다면, 절차 무효(coram non judice)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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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2013노1936: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
게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Z]에 대한 살인[이다.]

[사실관계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그러]므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 기각한다.

2. 관할(jurisdiction)이란, 법원 간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
다. 즉, 검사가 재판권 있는 법원 중에서도 어느 법원에 공소제기해야 하는지
의 문제다.

관할 위반이면, 수소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이를 이
송(transfer)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관할의 개념
관할(criminal jurisdiction)이란,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
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범죄가 창원에서 일어났다.

2. 피고인 주소는 부산이다.

3. 피해자의 주소는 마산이다.

4.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한 사건이다.

5. 그런데, 검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면, 관할위반이다.

2015도1803: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관할
1.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은 지방법원이다.

2. 지방법원은 각기 지원(Branch of District Court)을 두기도 한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두고 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
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원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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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관할(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대등한 법원 간
에 지역을 기준으로 나눈 관할이다. 관할구역은 법률이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서울 강서
구, 양천구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청주시, 괴산군 등은 청주지방
법원 관할구역이다. 충주시, 음성군은 충주지원 관할구역이다. 제천시, 단양군은 
제천지원 관할구역이다. 영동군, 옥천군은 영동지원 관할구역이다.

4.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제1심 관할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즉, 지방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대등한 관계(equal status)에 있다.

2015도18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
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
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5. 여기서 관할구역이란 누구,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 기준이 되는 장소를 
재판적(forum; venue)이라 한다. 결국, 토지관할은 재판적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등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로 한다.

6. 각 법원마다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다. 지방법원(본원)에는 지방검찰청(본
청)(Public Prosecutor’s Office), 지원에는 지청(Branch of Public 
Prosecutor’s Office)이 대응한다.



201제1강  형사구조론

청주지방법원 옆에 청주지방검찰청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옆에 청주지방검
찰청 제천지청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옆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사물관할
사물관할(subject-matter jurisdiction)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사건의 경중
에 따라 나눈 관할이다. 사건의 경중은 대체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단기 1년 이상

형사사건

1. 단독사건(single-judge case):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단독판사(single-
judge)로 사건을 담당한다. 

단독사건의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Criminal Chamber 27 
(Single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식으로 표현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의 심판권은 단
독판사가 행사한다. 

2. 합의사건(collegiate case): 단기 1년 이상 징역 사건 등. 판사 3명이 각각 재
판장, 좌배석, 우배석으로 합의부(collegiate; penals of judges)를 구성해 
사건을 담당한다. 

합의사건의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Criminal Chamber 34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식으로 표현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⑤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합의심판
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
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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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정 범위 절도, 폭력, 병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도주치사), 도
로교통법위반 사건 등은 경중과 무관하게 단독사건이다. 즉, 합의사건이 아니다. 
기준을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충분하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
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

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

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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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불복
Appeal�against�the�Judgment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최소한 나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
진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

최소한 나는, 재판관을 심판할 수 있다. 당신은 실수를 범한 것이다. �
절대로 나는 하지 않았으니까. - 周防正行,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상소
상소의 개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상소”라
고 한다. 

상소의 종류
상소(appeal)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항소, 상고: 판결(judgment)에 대한 불복

2. 항고, 재항고: 결정(ruling)에 대한 불복

판결 결정 명령

주체 법원 법관

대상 청구 소송절차

불복 항소, 상고 항고 (?)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 상고
판결(judgment)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항소, 상고다.

항소심 법원

제1심 법원

상고

항소

1

2

상고심 법원3

판결

판결

1. 항소: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
이 진행된다. 항소심 법원이 제2심(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
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4 제1강  형사구조론

2. 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다. 상고를 하면 상고심 법원
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상고심 법원이 제3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
에 상고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재항고
결정(ruling)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항고, 재항고다.

재항고심 법원

최초의 항고

재항고 재항고

제1심 법원
결정

항고심 법원 항소심 법원
결정 결정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
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심에서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최초의 항고”다. 최초의 항고를 하
면 항고심 법원이 판단한다.

2. 제2심(항소심)에서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재항고”다.

3. 항고심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것도 “재항고”다. 재항고를 하면 재항고
심 법원이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
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
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좋은 일은 셋이다(Aller guten Dinge sind drei; All good things come 
in threes).

상소심 관할법원
제1심 합의사건 경우
예외적인 사건(단기 1년 이상 등), 즉 합의사건 경우,

1. 제1심: 지방법원(District Court) 또는 지원(Branch Court)의, 합의부
(Collegiat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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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심: 고등법원(High Court)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
1.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6곳에 고등법원이 있다. 

법원설치법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다. ...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법원설치법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3. 제3심: 대법원(Supreme Court)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제1심 단독사건 경우
원칙적인 사건(단기 1년 미만 등), 즉 단독사건 경우,

1. 제1심: 지방법원(District Court) 또는 지원(Branch Court)의, 단독판사
(Single Judge)

2. 제2심: 지방법원의 항소부(Appellate Chamber). 다시 지방법원이 재판하
되, 합의부(Collegiate Chamber)가 담당한다. 즉, 항소부는 합의부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
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지원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본원이 담당한다. 지원에는 항소부를 두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속초, 양양 등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본원인 춘천지방법원까지 가기
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는 항소부를 두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②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3. 제3심: 대법원(Supreme Court)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국, 단독사건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사건 사례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Civil Chamber 34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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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14형사부(Criminal Chamber 14 of Seoul High 
Court)

3. 제3심: 대법원 제1부(Chamber 1 of Supreme Court)

제1심
서울중앙지법(합의)

제2심(항소심)
서울고법

제3심(상고심)
대법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사건 사례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Criminal Chamber 27 (Single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항소)[Criminal Chamber 10 
(Appellat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3. 제3심: 대법원 제1부(Chamber 1 of Supreme Court)

제1심
서울중앙지법(단독)

제2심(항소심)
서울중앙지법(항소)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3심(상고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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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합의사건 사례
1.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합의부(Chamber of Jecheon Branch 

Court of Cheongju District Court)

2. 제2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3형사부[Criminal Chamber 3 (Cheongju) 
of Daejeon High Court]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고등법원이다. 다만, 청주, 충주, 제천 등에서 대전까
지 가기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대전고등법원 재판부 몇 개를 청주에도 설치해 
두었다. 이런 재판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Local Chamber)라 한다. 장소적
으로 청주에 있을 뿐,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
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
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3. 제3심: 대법원 제1부(Chamber 1 of Supreme Court)

제1심
제천지원(합의)

제2심(항소심)
대전고법(청주)

제3심(상고심)
대법원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독사건 사례
1.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4단독[Criminal Chamber 4 (Single 

Judge) of Jecheon Branch Court of Cheongju District Court]

2. 제2심: 청주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Criminal Chamber 4 (Appellate) 
of Cheongju District Court]

3. 제3심: 대법원 제1부(Chamber 1 of Supreme Court)



208 제1강  형사구조론

제1심
제천지원(단독)

제2심(항소심)
청주지법(항소)

제3심(상고심)
대법원

수험적으로, 관할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충분하다.

상소이익과 상소이유
상소이익
상소이익(benefit)이란? 상소가 상소를 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지의 문제다. 

2007도6793: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
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
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판결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다.

2007도6793: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2. A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B라는 이유를 내세워 상소할 이익
도 없다.

92모21: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
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이유
상소이유(reason)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지의 문제다. 주로 다음과 같다.

1. 사실오인(mistake of fact)

2. 법리오해(misunderstanding law)

3. 양형부당(unfair we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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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
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

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
유가 있는 때

항소제기
당사자
제1심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appeal)를 하면 된다. 여기서 항소하는 쪽을 항소
인(appellant), 그 상대방을 피항소인(appellee)이라 한다.

1. 검사가 항소: 검사 = 항소인, 피고인 = 피항소인

2. 피고인이 항소: 검사 = 피항소인, 피고인 = 항소인

3. 둘 다 항소: 검사 =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인 = 피항소인겸항소인

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인(김가해)만 항소했다 하자. 

항소의 방식
1. 항소장을 원심법원(original court)인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소심

이 아니다. 이를 원심법원제출주의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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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
원(형사27단독)에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무엇을 먹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먹을 것을 먹고 싶다”고 한 셈이다.

2. 항소장은 간략하게 “항소한다”는 취지를 넣어 작성하면 된다.

항 소 장

사 건 2019고단7575호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처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변호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9. 9. 7.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 선 양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 귀중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지만, 항소에 관해 판단할 법원은 당연히 항소심 법원
(appellate court)이다. 

항소기간
1. 항소는 판결선고일부터 1주 내에 해야 한다. 이를 항소기간(period of 

appeal)이라 한다.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는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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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
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판결선고일부터라는 점을 주의하라. 형사소
송에서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판결선고를 듣는
다.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이다.

2002모6: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
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된다.]

민사소송은 상소기간이 2주인데, 이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즉, 
판결문을 받지 못하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출석의무
없음

2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만료

민사사건피고인
출석 1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만료

형사사건

2004헌바39: 민사...재판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제기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해]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과 민
사...재판을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반면, 민
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피고인과 민사...소송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차
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3. 항소기간 1주일을 넘기면, 더 이상 항소권이 없다. 항소하면? 원심법원은 항
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004헌바39: [A는] ...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8. 22.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A는] 위 판결선고 공판기
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를 받고도 ...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200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
법원 제3형사부는 2003. 9. 23. [A]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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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절차
절차 일반
1. 항소심은 제1심을 이어나가는 성격을 갖는다. 속심(continuing court)이다. 

당사자들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 즉, 항소심 법
원은 제1심 소송자료와 항소심 소송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항소가 이유 있는
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2016도1803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한다.]

82도2829: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 현재의 형사소송실무의 현장에서 보더라도 사무량
의 폭주와 구속기간의 제약 때문에 제1심[만으로는] ... 실체적 진실발견에 부족함이 있
[다.] 양형에 영향을 줄 사유(예컨대 피해배상이나 합의 등)가 제1심 판결 이후에 발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도 항소심의 속심으
로서의 역할은 등한시될 수 없[다.]

2.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했는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성격도 어느 정도 
있다. 즉, 사후심(ex post-review court) 요소도 있다. 제1심 판결에 법령위
반, 이유모순,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유가 없다면,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
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
여 심판하여야 한다.

2016도1803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
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

82도2829: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
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존재한다. 즉, 사후심적 요
소를 통해]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2015도3260전합: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
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
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고래상어는 기본적으로 상어다. African American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다. 사후심적 속심은 기본적으로 속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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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오해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된다고 했다. 즉, 항소심은 사
실관계까지도 다시 판단한다. 그래서 항소심을 사실심(review on points of 
fact)이라 부른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
유로 할 수 있다.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4. 결국, 항소심도 제1심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제1심)]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항소이유서
1. 항소장은 원래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만 들어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사건번호, 피고인 등만 기
재해서 1장짜리 항소장을 제출하는 식도 가능하다.

2. 항소이유는 따로 항소이유서(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형태로 
항소심 법원에 낸다. 민사와 달리, 형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반드
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주

판결
선고

항소기간
만료

기록접수
통지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만기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장은 원심(제1심)법원에 내지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제2심)법원에 낸다.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넘기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
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2015헌마165: [B는] 상해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 10. 21.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는 선고] 즉시 항소하였[다. 그러나] 2014. 12. 17.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B는]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



214 제1강  형사구조론

4. 물론, 처음부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내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항소이유서...의 기재)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
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006도2536: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
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
라고 볼 수 없[다.]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
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
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
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종류
개요
1. 항소인용(acceptance of appeal) 판결(judgment)

민사 항소인용에 대응

2. 항소기각(dismissal of appeal) 판결(judgment)

민사 항소기각에 대응

3. 항소기각(dismissal of appeal) 결정(ruling)

민사 항소각하에 대응



215제1강  형사구조론

4. 공소기각(rejection of public prosecution) 결정(ruling)

민사 소각하에 대응

항소인용 판결
1. 뜻: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인다.”

2.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3. 승패: 항소에 관해서는 항소인 승소(=피항소인 패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기각 판결
1. 뜻: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승패: 항소에 관해서는 항소인 전부 패소(=피항소인 전부 승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항소기각 결정
1. 뜻: “항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판단할 필요 없다.” 

항소장을 받은 제1심 법원(원심법원) 단계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제1심 법원이 이것을 간과하고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올렸을 발생하는 사태다.

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제360조의 규정[→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
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결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용어: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면? 민사는 항소각하 판결, 형사는 항소기각 결정. 형
사는 “항소각하”라는 말을 모른다.

3. 승패: 굳이 따지면, 항소에 관해 항소인 전부 패소(=피항소인 전부 승소)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을 도과하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항소기각 결정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
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항소기간 도과]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
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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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 기간 내에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기각 결정
1. 뜻: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

제1심 법원이 사유를 간과했을 수도 있다(예: 피고인이 제1심 중 사망했는데도 
유죄판결 선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사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예: 피고인이 제
1심 판결 선고 후 사망).

2. 결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용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면? 민사는 소각하 판결, 형사는 공소기각 재판. 형
사는 “소각하”라는 말을 모른다.

3. 승패: 피고인 승소(= 검사 패소)

형사소송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
[→공소기각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

니하는 때

본안전판단

○ ○

× ×

본안판단

항소인용 판결
(제1심판결 파기)

항소일부인용 판결
(제1심판결 일부파기)

항소기각
판결

항소기각
결정

×

○
공소기각

결정

항소 적법 항소이유공소기각결정 사유

파기판결
파기
항소심의 항소인용이란? 항소이유(reasons for appeal)가 있으므로, 제1심판
결 효력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이것을 파기(quashing)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용을 할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주문을 낸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용어: 민사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revocation)”한다. 민사 항소심은 “파
기”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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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에는 3종류가 있다.

1. 파기자판(quashing and self-rendering)

2. 파기환송(quashing and remand)

3. 파기이송(quashing and transfer)

파기자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직접 판단할 수도 있다. 판결 주문에는 제1심판
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와 함께 항소심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결론을 적는다. 즉,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파기: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자판(self-rendering): “피고인은 무죄.”

파기환송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해 보라며 제1심 법원에 사건을 돌
려보낼 수도 있다. 제1심에서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이 파기환송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1. 파기: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환송(remand):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아직 한 번도 법원으로부터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본안판단을 3번 받을 기
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1심으로 보내는 취지다. 

1. 만약 항소심에서 자판한 다음 상고심 절차로 넘어간다고 하면, 

2. 본안판단을 실질적으로 2번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파기이송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해 보라며 제1심 법원(원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제1심(원심)에 관할위반이 있었다면, 관할권
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
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1. 파기: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송(transfer):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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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

환송

이송항소이유
있으면 파기

상고제기
당사자
1. 항소심(제2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상고(final appeal)를 하면 된다.

2. 상고하는 쪽을 상고인(appellant), 그 상대방을 피상고인(appellee)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제2장 항소]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상고의 방식
1. 원심법원제출주의: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제출한다.

형사소송법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장 역시 간략하게 “상고한다”는 취지를 넣어 작성하면 된다.

상 고 장

사 건 2019노3050호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처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변호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3 제기합니다.

2019. 11. 7.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 빈 호 (인)

대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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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장

사 건 2019노3050호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처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변호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3 제기합니다.

2019. 11. 7.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 빈 호 (인)

대 법 원 귀중

제출은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하지만, 상고에 관해 판단할 법원은 당연히 상
고심 법원(court of final appeal; final-appellate court)이다. 

상고기간
1. 상고는 항소심(제2심) 판결선고일부터 1주 내에 해야 한다. 이를 상고기간

(period of appeal)이라 한다. 상고기간을 넘긴 상고는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출석의무
없음

2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만료

민사사건피고인
출석 1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만료

형사사건

2. 상고기간 1주일을 넘기면, 더 이상 상고권이 없다. 상고하면?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
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
각하여야 한다.

상고심 절차
절차 일반
1.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했는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

후심(ex post-review court)이다. 당사자들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자료나 주
장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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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

2012헌마798: 상고심의 본래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그 잘못
을 바로잡[는] ... 데 있다. 

2017도16593-1전합: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
고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
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 새로운 자료나 주장을 제출할 수 없는 관계로,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사실(fact)을 다툴 수 없고, 법률(law) 판단만 다툴 수 있다. 즉, 법리오
해만 상고이유가 되고,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1심과 
항소심이 사실심이라면, 상고심은 법률심(review on points of law)이다.

주의: 사실심 = 사실판단+법률판단. 법률심 = 법률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012헌마798: 상고심의 본래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그 잘못
을 바로잡음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려는 데 있다. ... 우리나라 상고심의 
구조는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2017도16593-1전합: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가 사후심제 및 법률심의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결과[다.]

상고심

항소심

제1심

사실오인     법리오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률심

사실심

사실심사실판단
법률판단

사실판단
법률판단

법률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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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사실판단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상고심도 항소 규정을 준용하기는 한다.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제2장 항소)]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상고이유서
1. 상고장은 원래 “상고를 제기한다”는 의미만 들어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사건번호, 피고인 등만 기
재해서 1장짜리 상고장을 제출하는 식도 가능하다.

2. 상고이유는 따로 상고이유서(statement of reasons for final appeal) 형
태로 항소심 법원에 낸다. 민사와 달리, 형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주

판결
선고

상고기간
만료

기록접수
통지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만기

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원심[(항소심)]법원은 상고장을 받
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은 원심(항소심)법원에 내지만,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제3심)법원에 낸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넘기면? 상고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2003헌마439: [C는] 2003. 3.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는]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5. 14. [C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C는] 같은 
해 5. 16. 대법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상고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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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론, 처음부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어 내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
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4조(준용규정) 제155조...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항소이유서...의 기재)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
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항소 상고

상소기간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1주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1주

상소장 제출 법원 원심 (제1심) 원심 (항소심)

상소이유 (실무) 법이 정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법이 정한 상고이유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

상소이유 제출 기간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상소이유 제출 법원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상고심 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
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
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
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
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하다.

④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
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
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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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의 종류
개요
1. 상고인용(acceptance of final appeal) 판결(judgment)

민사 상고인용에 대응

2. 상고기각(dismissal of final appeal) 판결(judgment)

민사 상고기각에 대응

3. 상고기각(dismissal of final appeal) 결정(ruling)

민사 상고각하에 대응

4. 공소기각(rejection of public prosecution) 결정(ruling)

민사 소각하에 대응

상고인용 판결
1. 뜻: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인다.”

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승패: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인 승소(=피상고인 패소)

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
기하여야 한다.

상고기각 판결
1. 뜻: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 판결 주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승패: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인 전부 패소(=피상고인 전부 승소)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제2장 항소)]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비교: 민사에서는 심리 없이 상고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불속행 제도라 
한다.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다.

상고기각 결정
1. 뜻: “상고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상고심에서 판단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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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을 받은 항소심 법원(원심법원) 단계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항소심 법원이 이것을 간과하고 상고심 법원에 기록을 올렸을 발생하는 사태다.

형사소송법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에 해당
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결정 주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용어: 상고제기가 부적법하면? 민사는 상고각하 판결, 형사는 상고기각 결정. 형
사는 “상고각하”라는 말을 모른다.

3. 승패: 굳이 따지면, 상고에 관해 상고인 전부 패소(=피상고인 전부 승소)

상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상고기간을 도과하거나,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고기각 결정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
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상고기간 도과]에는 원심법원은 결
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기각 결정
1. 뜻: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

항소심 법원이 사유를 간과했을 수도 있다(예: 피고인이 항소심 중 사망했는데도 
유죄판결 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사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예: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사망).

2. 결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용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면? 민사는 소각하 판결, 형사는 공소기각 재판. 형
사는 “소각하”라는 말을 모른다.

3. 승패: 피고인 승소(= 검사 패소)

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공소기각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

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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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판단

○ ○

× ×

본안판단

상고인용 판결
(제1심판결 파기)

상고일부인용 판결
(제1심판결 일부파기)

상고기각
판결

상고기각
결정

×

○
공소기각

결정

상고 적법 상고이유공소기각결정 사유

파기판결
파기
상고이유(reasons for final appeal)가 있으면, 상고심 법원은 상고인용을 한
다. 이 경우, 항소심판결을 파기(quashing)하는 주문을 낸다.

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
기하여야 한다.

용어: 민사 상고심도 항소심판결을 “파기(quashing)”한다. 민사 상고심은 “파
기”를 안다.

파기자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심이 직접 판단할 수도 있다. 기록만 보고도 판결
하기 충분한 경우 한다. 판결 주문에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와 함께 
상고심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결론을 적는다. 즉,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1.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자판(self-rendering): “피고인은 무죄.”

파기환송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해 보라며 항소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도 있다. 상고인용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환송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1.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환송(remand):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파기이송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해 보라며 항소심 법원(원심법원)
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항소심(원심)에 관할위반이 있었다면, 관
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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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
송하여야 한다. 

1.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송(transfe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자판

환송

이송

상고이유
있으면 파기

주의: 항소심에서 파기판결을 선고할 때는 자판이 원칙이다. 상고심에서 파기판
결을 선고할 때는 환송이 원칙이다.

2017도16593-1전합: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
다.]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개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이란? 다음 원칙이다.

1.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2.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
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파기자판]에 준용
한다.

만약 검사도 함께 상소했다면?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것이 아닌 한, 상소
심은 얼마든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취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왜 두었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둔 제도다. 상소했는
데 오히려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되면, 상소하는 것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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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경우
1.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상소”라 할 수는 없다. 

2. 이 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
어야 한다.

예: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했다. 이 때, 판
결로 벌금 150만 원 선고도 가능하다.

3. 다만, 형종(형의 종류)을 더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예: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했다. 이 때, 판
결로 징역 6개월 선고는 불가능하다.

연습문제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
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
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
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ㄷ. 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할 수 있다.

ㄹ. 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
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
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ㅁ.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
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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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출제 후 지문 ㄷ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불이
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
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오류 시정
판결의 확정
1. 판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의 확정(judgment becomes 

finally binding)이라 한다.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방법(=상소)으로는 판결을 깰 수 없다.

재심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깰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서류가 
위조, 변조된 바람에 법원이 중대한 사실(fact)오인을 해 판결했다면? 확정판결
이라도, 특별한 절차를 통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재심(retrial)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

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

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여 형의 면제 또는 ...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2015모2229전합: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
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이다.]

설령 피고인이 사형집행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할 수 있다.

1. 대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은 무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재심은 항상 피고인에게 좋다.

2. 청구권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 ...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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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원판결 법원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
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0재고단2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달변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7575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정피해가 말다툼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같은 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정피해는 서울양천경찰서에 가해자를 피고인으

로 지목하여 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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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양천경찰서는 피해자 정피해 및 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각 진술과 피해자 정피해

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7. 5. 피고

인에 대해 이 법원 2019고단7575호로 다음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

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이 법원은 2019. 9. 3.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주

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기간 도과로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 2020. 6. 7. 선고 2020고합386 판결 결과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

의 증거로 채택되었던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각 진술이 허위임이 증

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

호가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2020고합386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

목격 및 최실종은 공모하여, 김가해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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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정피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0. 6. 7. 그 공소사실 모두

에 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

원에 현저하다.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9.

                 판사      임바른        임 바 른          (인)

2.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 법
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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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재고단2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조도춘(기소), 이공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달변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75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2.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

해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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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정피해가 말다툼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같은 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정피해는 서울양천경찰서에 가해자를 피고인으

로 지목하여 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서

울양천경찰서는 피해자 정피해 및 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각 진술과 피해자 정피해

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7. 5. 피고

인에 대해 이 법원 2019고단7575호로 다음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피해

자 정피해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이 법원은 2019. 9. 3.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목격, 최실종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주

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기간 도과로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검찰은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목격 및 최실종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증 혐의를 인지하였고, 담당 검사는 “정피해, 한목격 및 

최실종은 공모하여, 김가해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김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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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23에 있는 맛나식당에서 정피해에게 상해

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2020고합386호로 공소제기하였

다. 이 법원은 2020. 6. 7. 피해자 정피해, 목격자 한목격 및 최실종의 위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바.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2. 이 법원 2020재고단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

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11.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

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

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

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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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

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

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

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

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

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피해를 상해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신

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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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바른        임 바 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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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
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비상상고
재심과 별개로, 법령(law)위반을 이유로 확정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도 있다. 바로 
비상상고(extraordinary appeal) 절차다.

1.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꼭 유죄판결일 필요는 없다. 무죄판결도 법령위반
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비상상고는 피고인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2. 오직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3. 관할법원은 항상 대법원이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
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사유(이유)는?

1. 판결의 법령위반: 만약 판결의 법령위반을 인정해,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분파기,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
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
자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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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오1  상해

피   고   인    김가해 (800123-1234567),  회사원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9길 123(신림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88길 5(하계동)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공판관여검사    검찰총장 대리 검사 강철중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75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8. 5.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을 징역 15일로 처단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9. 9. 3.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5일에 처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기

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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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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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

택할 경우 형법 제42조 본문 규정에 따라 징역 1개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

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일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판결

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을 징역 15일로 처단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유비         김  유  비           (인)

                        대법관      이관우         이 관 우          (인)

            주  심      대법관      박장비         박 장 비          (인)

                        대법관      조자룡         조   자   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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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만약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인정해,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면? 오로지 부분파기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
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소결

재심 비상상고

주된 목적 유죄확정자 구제 법령해석 통일

대상 유죄확정판결 확정판결

사유 (중대한) 사실오인 법령위반

청구권자 유죄확정자, 검사 등 오직 검찰총장

관할법원 원판결 법원 대법원

심판단계 2단계 원칙적으로 1단계

재심이든 비상상고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지는 
못한다(일사부재리; non bis in idem; principle not to decide on same 
matter twice).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
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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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Classification�of�Case

모든 언어가 꿈꾸는 알파벳, 한글. - John Man

머리에
사건번호의 필요성
1.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 사건번호가 필요하다.

2. 법원도, 검찰청도, 경찰청도,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회사 법무팀도, 각자 처리
하는 사건들을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호나 번호를 붙인다.

사건번호 이해의 필요성
시험에서 사건번호 자체를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1. 사건번호에는 사건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알짜정보가 숨어 있다.

2. 사건번호만 보고 심급 종류와 유형,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 파악을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공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소결
1. 법원의 사건번호 중

2. 형사사건(criminal case)으로

3. 중요한 것 몇 개만 알아보자.

외울 이유는 없다.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

사례
배경 
김가해는 2019. 6. 20.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다 공판에 
넘겨졌다. 경찰, 검찰, 법원은 접수를 받으며 사건에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을 부
여한다.

경찰 수사절차
경찰 사건번호(접수번호)는 “서울양천경찰서 2019-23456호 상해”

검찰 수사절차
검찰 사건번호(형제번호)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345호 상해”

공판절차
법원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7575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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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관 이름과 맥락
“서울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각각의 기관 이름이다. 위 과정에서,

1. 서울양천경찰서(수사기관)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을 것이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수사기관 겸 공소담당기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했을 것이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수소법원)에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선
고했을 것이다.

이제 법원번호 중심으로 본다.

법원 이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즉 수소법원 이름이다.

접수년도
“2019”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연도다.

이 경우 판결선고는 2019년 이후, 예를 들어 202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부호문자(사건구분) 
“고단”이란 형사단독사건을 뜻한다. 

진행번호
“7575”는 일련번호(접수순서)다. 사건별 접수 순서를 의미한다. 즉, 서울남부지
방법원이 2019년에 접수한 형사단독 사건(“고단”) 중에서 7575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형사사건은 접수순서, 진행번호가 일치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사건번호등) ② 사건번호[2019고단7575]는 서기 연수
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2019], 사건별 부호문자[고단]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
[7575]로 표시한다.

사건명
“상해”는 사건의 이름이다. 

법원
이름

접수
년도

부호
문자

진행
번호

사건
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사건
구분

접수
순서

7575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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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건의 구분
고합(형사 제1심 합의사건)
제1심(ㄱ), 형사소송(ㅗ), 합의사건(합)

고단(형사 제1심 단독사건)
제1심(ㄱ), 형사소송(ㅗ), 단독사건(단)

고약(형사 약식사건)
제1심(ㄱ), 형사소송(ㅗ), 약식사건(약). 

약식사건(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

고정(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제1심(ㄱ), 형사소송(ㅗ), 정식재판청구 사건(정).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낼 피고인
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통해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정식재판을 청구
해 공판기일을 열게 된 사건을 “고정사건”이라고 부른다.

노(형사 항소사건)
제2심(ㄴ), 형사소송(ㅗ)

항소심은 원래 모두 합의사건이므로, 굳이 “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도(형사 상고사건)
제3심(ㄷ), 형사소송(ㅗ)

상고심 법원은 대법원이다. 공부하는 판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로(형사 항고사건)
최초의(ㄹ), 항고(로)

모(형사 재항고사건)
다시 재(ㅁ), 항고(모)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사건명
개요
형사사건에서는 죄명이 곧 사건명이 된다.

검사의 사건명 표시
1. 경찰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해 송치하더라도, 

2. 법률전문가인 검사는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바로 잡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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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사건번호와 재판번호
1. 사건번호(case number):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7575”, “서울남부지

방법원 2020고합38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초보123”

판결이 나기 전에도 사건번호는 있다. 

2. 판결번호(judgment number):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
단7575 판결”

법원
이름

재판
일자 선고 사건

번호
재판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7575 판결

3. 결정번호(ruling numbe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4. 자 2019로
1234 결정”

법원
이름

재판
일자 고지 사건

번호
재판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4. 자 2019로1234 결정

“선고”하지 않는 재판은 판례번호에 “선고”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재판례와 판례
1. 판결례(judgment case): 판결 사례

2. 결정례(ruling case): 결정 사례

3. 재판례(judgment and ruling case): 판결례와 결정례

4. 판례(judicial precedent): 법원(court)에서 판시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

5. 대법원 판례(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대
법원에서 판시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

수험법학은 대법원 판례 공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2006다66272: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
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이]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이다. 이것]
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
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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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판례의 출처가 되는 재판의 재판번호

판례번호를 외우는 것은 적어도 수험적으로는 무의미하다. 판례 내용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사건 진행내역 검색

1.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2. 위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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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 로앤비(lawnb.com)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4. 케이스노트(casenote.kr)

5. �법재판정보(search.ccourt.go.kr)

6. 법고을LX(USB 형태로 판매)

최신판례 학습
1. 판례속보: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판결 → 판례

속보

2. 판례공보: 법원도서관(library.scourt.go.kr) → 판결판례정보 → 공보 

3.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 → 함께하
는 헌법재판소 → 뉴스레터

최신판례는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판례속보, 공보 사이트를 인터넷 시작페
이지로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연습문제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
당하다.

ㄱ.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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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
라 한다. 형법은 다음을 정한다.

	 1. 무엇이 범죄인가?

	 2. 그것을 저지르면 어떤 형벌에 처하는가?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구성요건”이라 부른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운다.

	 1. 		구성요건에 해당해, 범죄로 될 수 있는 경우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

Tintoretto, The Murder of Abel, 1551-1552, Oil on canvas, 149×196cm

제2강

구성요건론
Theory of Constituen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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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법규
Crime�&�Penal�Provisions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라틴 법언

범죄와 형벌
범죄
범죄(crime)란, 예를 들어 살인죄, 절도죄 같은 것이다. 

법률

범죄

규정

1. 범죄란,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다.

2.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는, 범죄가 된다.

순환논법 같지만,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

형벌
형벌(punishment)이란, 쉽게 말해 사형, 징역, 벌금 같은 것이다. 

범죄 형벌
효과

1.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는다. 형벌 없는 범죄 없다.

2. 형벌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범죄 없는 형벌 없다.

범죄와 형벌은 동전의 양면 관계다.

법률, 범죄, 형벌 

법률

규정

범죄 형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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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와 형벌이란, 법률이 “범죄와 형벌”로 규정한 것이다.

2. 법률이 “범죄와 형벌”로 규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이 된다.

3단논법 함수 관계다. 민사든 형사든 세상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된다.

y = ax+b

규칙
(법리)

인자
(요건)

x

결과
(효과)

y함수
(사안적용)

살인 사례 

형법
250(1)

규정

살인죄
사형/    
무기/   
5↑효과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1. 법률: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근거해,

2. 범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3. 형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 사례 

형법
329

규정

절도죄 6↓/   
1000↓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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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 형법 제329조에 근거해,

2. 범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 형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개념
이처럼, 범죄 또는 죄(crime)란,

1. 법률(statute)이

2. 형벌(punishment)이라는 수단을 통해

3. 금지하는 것

범죄는 제2강 구성요건론, 제3강 위법성론, 제4강 책임론을 통해 배운다. 형벌은 
제6강 형벌론에서 배운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문제점
과연 어떤 법률이 범죄를 정하고 있는가? 일단 방금 본 것처럼 형법(Criminal 
Act)이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다.

사례
1. 폭력행위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9제2강  구성요건론

3.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정 목적
이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purpose)은 그 법률 제1조에 나와 있다. 대체로, 제1조 표
제가 “목적”인 법은 특별법이라 생각해도 좋다. 이른바 “기본 6법”의 제1조를 확
인해 보라. 그리고 다른 아무 법률의 제1조도 확인해 보라.

1. 폭력행위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률
문제점
그런데 꼭 범죄를 정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은 아니지만, 그러한 법률에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하다. 

사례
1. 도로교통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주운전죄도 범죄다. 이 죄는 형법에 규

정된 것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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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반복해 불안감을 유발하면?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

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정 목적
1. 원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자동차의 통행방법도 정하고, 신호등이나 표지

판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넓게 보면, 행정법
(administrative law)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조
항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다. 역시 제정목적이 본래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런
데도,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중간결론
법률 제정 목적
1. 처벌을 위해 만든 법률도 있고,

2.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법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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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어떤 경우든, 법률은 처벌조항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두는 경우가 아주 많다.

죄명
개념
죄명(name of crime)이란? 죄의 이름이다. 예를 들어,

1. 형법 제250조 제1항 위반시, 죄명은 살인죄(murder crime)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29조 위반시, 죄명은 절도죄(larceny crime)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에서는 대검찰청이 예규로 정한 죄명에 따른다. 쉽게 말해, 죄명표가 있다. 

죄명 관련해 중요한 사항 몇 개를 본다.

형법상 범죄
1. 형법(Criminal Act)이 규정한 범죄들은, 대체로는 각 조항의 표제와 같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위반시, 죄명은 표제대로 강간죄(rape crime)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2. 그러나 언제나 표제와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형법 제330조의 표제는 “야
간주거침입절도”다. 하지만 어디에 침입했냐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
간저택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선박침입절도죄, 야간방실침
입절도죄 식으로 다르게 부른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
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불편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의 죄명을 그대로 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9음절로 구성된 관계로 너무 
길어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말할 때는 편의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를 “야주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시험 답안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 써야 한다. 수험생은 힘이 든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이름이 너무 긴 것 같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문제를 낼 때는 약칭 표기를 허용
해 달라. 전국의 교수들이여, 약칭하라!



252 제2강  구성요건론

특별법상 범죄
1.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보통 그 법률명을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고 끝에 “위

반죄”라 덧붙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가 정한 비밀준수의무
를 위반할 경우, 그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가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청소년성보호법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식 명칭(full name)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의 정식 명칭(full name)도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다. 참고로, 원래 법명은 띄어쓰기를 하고 죄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2. 그런데 특별법 위반 중에서도, 추가로 “위반”과 “죄” 사이에 특정 문구를 기
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등”과 같은 문구도 엄연히 죄명을 구성한다.

사례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죄명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
1호 위반행위의 죄명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
호, 형법 제366조 위반행위의 죄명

처벌의 직접 근거규정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이다. 따라서 위반행
위에 적용할 규정을 나열할 때 형법 제366조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를 먼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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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

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4.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행위의 죄명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 도주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다. 뺑소니죄(hit-at-run crime)란 죄명은 
없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로 불러야 한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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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Constituent�Requirements

사람을 죽이는 것과 파리를 죽이는 것은 같지 않다. - Hans Welzel

구성요건의 개념
정의
구성요건이란?

1. 범죄행위의 전형(typicality)이다.

2. 형벌을 과하기 위한 전제요건(premise requisite)이다.

3.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abstract), 일반적
(general)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두루뭉술해서 딱 다가오지는 않는다. 사례로 이해하자.

사례
1. 살인죄(murder)의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하는 것”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절도죄(larceny)의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배임죄(breach of trust)의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4. 사기죄(fraud)의 구성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해당성
1. 어떤 행위가 모든 구성요건 요소를 만족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한

다. 쉽게 말해, 형법 규정에 위반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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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구성요건 요소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한
다.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형법 규정 위반이 아니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위반
offense

위반 아님
not offense

구성요건해당성 있다
constituent requirements ○

구성요건해당성 없다
constituent requirements ×

예를 들어, 내 사무실에 있고 내 소유인 물건을 부장님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
인가? 

1.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재물성”은 갖추었다.

2.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취거(가져가는 것)”는 갖추었다.

3.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재물의 타인성”을 갖추지 못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애당초 절도행위라는 위반(offense) 자체가 없다. 이럴 때, “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말한다.

구성요건과 범죄와의 관계
구성요건해당성 없으면 범죄 불성립
1.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일부라도 갖추지 못하면, 즉, 구성요건해당성

이 없으면(no offense), 

2. 그 범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no crime). 즉, 그 죄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no penalty).

예를 들어, 

1. 누군가 파리를 죽이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따라서 살인죄가 불성립한다. 살인죄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

구성요건과 범죄의 개념 차이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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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갖추면, 즉,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면
(offense),

2. 그 범죄는 무조건 성립하는가(crime)? 즉, 그 죄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가(penalty)? 아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여부와 범죄성립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행위가 자신을 해치려는 무장 테러범에 대항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하자. 

1. “사람을 살해하는 것(offense)”에는 해당한다. 분명히 살인죄의 구성요건해
당성은 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그러나 정당방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무도 “살인죄”, 즉 범죄를 저질
렀다고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살인죄는 불성립한다(no crime). 살인죄로 처
벌하지도 않는다(no penalty).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지만 범죄가 아닌 경우는? 제3강 위법성론, 제4강 
책임론에서 배우자.

구성요건
충족 행위

범죄행위

범죄이다 →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T)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범죄이다 (F)

범죄 아니다 → 구성요건을 불충족한다 (F)

구성요건을 불충족한다 → 범죄 아니다 (T)

소결
1.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2.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범죄 성립의 전제(prerequisite)다. 따
라서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큰 의미가 있다.

구성요건을 찾는 방법 
법전의 중요성
범죄의 구성요건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전(code)에 있다. 이건 매우 중
요한 이야기다. 언제나 법률가는 법전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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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방법
1. 시험용법전

2. 스마트폰: 국가법령정보(law.go.kr), 로앤비(lawnb) 어플 등. 판례, 법령 모
두 검색 가능하다.

사례: 배임죄와 사기죄
문제점
금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
해(loss in property)도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없다고 하자. 이 때도 배임
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나?

결론
1.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2011도15857: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2003도7828: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
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유
배임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 차이 때문이다.

1. 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loss in property)를 가하는 것이 구성요
건요소다.

2. 반면,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요건에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머리에서 찾지 말고, 꼭 법전에서 찾아라!

1. 배임죄의 경우: “조문상”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요소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2. 사기죄의 경우: “조문상”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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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대립 가능성
1. 재산상 손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견해대립이 있을 수 없다. “재

산상 손해”가 구성요건 요소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부터 틀리면, 정말 답이 없다.

2. 재산상 실해는 없고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만 초래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도, 모두 가능하다. “재산상 손
해”가 실해만을 뜻하는지 실해 발생 위험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상 불분명
하기 때문이다. 해석(interpretation)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것은, 판례를 반복해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2014도1104전합 [다수의견]: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
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배임죄는 위
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은 형법규정
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를 가한 때’란 문언상 ‘손해
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종래의 판례는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에 현실적인 손해 외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으
로써 배임죄의 기수 성립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해 발생의 위험을 가한 때는 손해를 가
한 때와 전혀 같지 않은데도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벌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
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은 어느 것도 법정의
견이 아니다. 이 책은 수험용 입문서이므로, 별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판례 법정
의견(다수의견)만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
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
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
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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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
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
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ㄷ.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
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
는 제3자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
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
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사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문제점
운전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곳이 도로(road)가 아니었다. 그러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
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즉, 면허가 없었더

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017도1776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
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 하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즉, 
술 먹고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2015헌가11: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의 위
험성도 높[다. 그러한]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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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 차
이 때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 운전”이 구성요건요소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 운전”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요건에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반복: 머리에서 찾지 말고, 꼭 법전에서 찾아라!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조문상” 도로 운전이 구성요건요소
다. 조문상, 도로 아닌 곳에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
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 운전면허...를 ...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

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017도1776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조문상” 도로 운전이 구성요건요소
가 아니다. 조문상,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결국 조문 차이다.

2017도1776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호는]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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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뺑소니의 경우
문제점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 사람이 다쳤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
법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나?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
1. 차(vehicle): 자동차(motor vehicles), 자전거(bicycles), 원동기장치자전

거(motor bicycles)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 bicycles): 택트, 모페드 등. 쉽게 말해, 자동차 아
닌 오토바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택트(왼쪽 사진)]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모페드(오른쪽 사진)](...전기자전
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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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4582: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
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이륜자동차(two-wheeled motor vehicle):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것. 쉽게 
말해, 자동차인 오토바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

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할리 데이비슨(사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넘으면 자동차(이륜자동차), 넘지 않
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다.

구성요건 차이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는 자동차(motor vehicle) 또는 원동기장

치자전거(motor bicycles)가 구성요건요소다.

2. 반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는 차(vehicle)가 구성요건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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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친 경우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즉, 이 죄로 처벌

할 수 있다.

2.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조문상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구성요건요소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복: 머리에서 찾지 말고, 꼭 법전에서 찾아라!

자전거로 친 경우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즉, 절대로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조문상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구성요건요소인데, 자전거(bicycles)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이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죄인 것은 아니다.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도 차(vehicle)에는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

壞)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의 개정과 구성요건
문제점
법령은 계속 개정된다. 구성요건 역시 계속 바뀔 수 있다. 

음주운전 사례
1. 예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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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9도2127: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그러나 지금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인지 여부가 상관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음주운

전 처벌 규정]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강간 사례
1. 예전에는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는 부녀, 즉 여성이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협박해서 강제로 그와 성교하더라도, 적어도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6도791: [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
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
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 위 피해자 길○필은 [구] 형법 제297조
의 객체가 되는 부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라...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2. 그러나 지금은, 남자를 협박해 강제 성교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소결
1. 이와 같이 처벌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 수험생, 실무가, 법학자 모두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점점 법령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종이로 된 법전을 찾
는 것도 물론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터넷 법령검색을 통해 최신 법령을 항
상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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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Mens�rea

만약 결과발생을 예상했더라도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면, 고의가 있다. �
- Reinhard Frank

개념
사례
사람을 죽이더라도,

1.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

2.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르다.

고의의 개념
이처럼 고의(mens rea; dolus; criminal intent)란,

1. 자기의 행위가

2.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것을

3. 인식하고

4. 인용하는

5. 행위자의

6. 심적 태도(mind)를 말한다.

“고의”가 “범의”다. 형법은 “고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범의”라는 말을 쓴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범의 개념
고의범이란, 고의로 저지른 범죄다.

고의를 이루는 요소
두 요소
1.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cognizance)하고,

2.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volition)가 있어야 한다.

제1요소: 결과발생의 인식
아는가 모르는가 차원이므로, 지적(intellectual) 요소다. 

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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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요소: 결과발생의 의사
1. 하고자 하는가 아닌가 차원이므로, 의지적(willing) 요소다.

예: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

인식 의사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

사람을
죽여야겠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

소결
1. 인식과 의사가 모두 있어야, 살인의 고의가 있다.

2.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을 때의 효과
고의 없으면 무죄
범의(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길을 걷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신체접촉을 하게 되더라도, 폭행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과실범으로 처벌,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
다만, 어떤 결과에 고의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1. 그 결과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13조(범의) ...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다른 결과”에 고의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 다른 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즉, 
“다른 범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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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일단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에 과실이 있다면, 처벌한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
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과실범인 “과실치사죄”로 처벌
하는 것이다. 죄명과 형량이 다르다.

2. 살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폭
행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60조(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고의범인 “폭행죄”로 처
벌하는 것이다. 죄명과 형량이 다르다.

길을 걷다 모르고 사람을 친 사례
폭행의 고의가 없다면, 일단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아무리 신체접촉을 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과실범 처
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과실폭행죄”라는 것은 없다.

살인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반면, 폭행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2. 그러나 예를 들어 불안감조성 자체에 관한 고의는 있었다면, 처벌할 수도 있
다. 불안감조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

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고의범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죄명과 형량이 다르다.

고의의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
고의가 없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고의도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이
다. 즉, 고의는 그 범죄 성립의 전제(prerequisite)다.

구성요건은, 형벌을 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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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요소의 종류
그런데 원래 구성요건요소에는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구성
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객관적(objective) 구성요건요소: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situation) 자체. 

예: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을 죽이는 상황 자체.

2. 주관적(subjective) 구성요건요소: 주관적으로 범죄에 관한 마음상태
(mind). 즉,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cognizance)하고 범죄를 저지르
려는 의사(volition).

예: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인식 + 사람을 죽이
려는 의사

사람을 죽이는 상황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

(살인의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소결
고의(=인식+의사)는 주관적(subjective) 구성요건요소다.

인식의 대상
의의
인식(cognizance)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중에서도 지적(intellectual) 요소
다. 여기서 인식이란,

1.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아니다.

2.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말한다.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구성요건요소)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구성요건요소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016도13362전합: 사기죄에서 행위자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사기죄의 성립
요소 전부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결국 행위자의 범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
식...이라는 요소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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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슷하게 생긴 남의 고양이를 자기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가져갔다.

1. 분명히 “물건을 가져간다(=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했다.

2. 그러나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

이 경우 절도의 고의(범의)가 있는가? 없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83도1762: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
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건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
하여 행방을 감춘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히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건 고양이를 가져간 것은 위 김○순의 고양이인 줄 알고 절취한 것이라기보
다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두 고양이
는 외형상 유사하다[면]...)에 수긍이 [간다.]

분명히 “물건을 가져간다(=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다. 그러나 절도죄 
고의가 없어 무죄다.

분석
재물의 타인성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다. 

1.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2.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의 타인성”: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재물의 타인성 인식”: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주의사항
“구성요건요소의 인식”과 “죄(범죄)의 인식”은 다르다.

1. 구성요건요소의 인식: 사실(fact)에 대한 인식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아는지 문제다. 이에 관한 착각을 사실의 착오(mistake of fact)라 
한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깬다.

절도 사례에서,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구별하는 것은 사실 인식의 문제
다. 즉, 사실의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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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의 인식: 법률(law)에 대한 인식이다. 즉, “내가 하는 일이 금지되었는가?”
를 아는지 문제다. 곧, 행위의 평가 문제다. 이에 관한 착각을 법률의 착오
(mistake of law)라 한다.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깨지 못한다.

절도 사례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법률 인
식의 문제다. 즉, 법률의 착오다.

미필적 고의
사례
그런데 가끔 보면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한 결과, 사람
이 죽는 경우도 있다.

82도2024: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
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발목을 묶
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 아파트를 
출입[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
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점
이런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해야 
하는가?

고의의 인정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고의 중에서도 특히 이런 고의를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willful negligence)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를 이루는 두 요소
고의를 이루는 요소가 인식과 의사라 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이므로,

1.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cognizance)이 있어야 한다. 즉, 결과발생의 가
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2. 그것이 실현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volition)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용인
(allowing)이란 결과발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또는 결과를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2도2024: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
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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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흉기휴
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
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
을 입힌 결과 그 타인이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뿐만 아니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침해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의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생
명의 침해를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부작위범은 제2강 구성요건론 중 “부작위범” 부분에서 배운다.

고의의 추단
문제점
고의가 없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만약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에, “난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못하나? 사람의 내
심(mind)도 증명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문제다.

해결
1. 고의 같은 주관적, 내심적 요소라도, 증명 대상이 된다.

2. 다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간접사실
(circumstantial fact)을 바탕으로 내심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2004도7027: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
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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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의
1.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다. 

2.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책과 한계
미필적 고의와 고의의 추단은, 

1. 범인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법리다. 범인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

2. 반면, 남용시 무고한 자들까지 벌하는 위험이 생긴다. 즉, 자칫 결과책임주의
로 변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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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Culpa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 Immanuel Kant

머리에
위치파악
1. 구성요건을 공부하고 있다.

2. 그중에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공부하고 있다.

공부한 것
앞서 고의를 봤다. 

공부할 것
이제는 과실을 보자. 

과실범에 대한 처벌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으면,

1. 살인죄가 될 수 없다.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하지만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
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이처럼 고의가 없는 사람을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면 무죄(not guilty)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

1. 남의 물건을 부수면 원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런데 실수로 부순 것이었다면, 무죄다. 형법에 재물손괴죄에 관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과실재물손괴죄”라는 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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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경우라도, 각종 특별법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다. 

1. 방금 본 것처럼, 원래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수더라도 무죄다.

2.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부수게 된 원인이 교통사고였다면? 이 때는 범죄가 된다. 
재물손괴죄는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도
로교통법 제151조를 몰라 엉뚱한 조언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민사사건과 비교
문제점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1.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상관 있는가? 즉, 구별실익이 있는가?

형사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이 크다. 왜? 과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민사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다. 왜? 고의든 과실이든, 원칙적으로 배상여
부와 배상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석
1. 형법상 구성요건은 가해자(offender)를 처벌(punish)하는 문제다. 당연히, 

가해자가 고의로 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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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손해배상은, 피해자(victim)의 손실을 전보(compensation)하는 문
제다.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가 얼만큼인지가 중요하지, 가해자가 고의였는
지는 관건이 아니다. 가해자가 고의 없었다고 피해자 손해가 없나? 피해자 손
해가 100이면, 가해자가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간에 100을 배상해 줘야 한다.

과실의 정의
과실의 개념
형사상 과실(culpa; criminal negligence)이란, “주의의무(duty of care) 위
반”이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과실범이란, 주의의무 위반으로,

1. 인식 없이,

2. 또는 의사 없이,

구성요건을 실현(결과 발생)한 범죄다.

과실을 이루는 요소
개요
과실범을 왜 처벌하나?

1.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2. 또한 그에 따라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 
2가지가 된다.

1. 예견(prediction)가능성

2. 회피(avoidance)가능성

예견가능성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없다.

회피가능성 
결과발생을 예견했다 하더라도, 애당초 피할 수가 없었다면, 역시 과실이 없다.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

고의 인식 의사

과실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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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을 때의 효과
무죄
과실이 없는 경우 무죄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
다. 원래 형사에서는 결과책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례

2006도294: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
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1. 당직간호사: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과실을 인정

2. 당직의사: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업무상과실을 부정

2006도294: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
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리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의점
1. 위 판례에서 야간 당직 중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언제나 당직간호사는 과실

이 있고 당직의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그 사례에서” 당직간호사에
게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006도294: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 [라]고 한 사례.

주의: “~한 사례가 있다”와 “~이다”는 다르다. 원래 법원은 (공)소제기된 구체적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할 줄 뿐이다. 판례를 공부할 때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자. 뉴스에 나오는 판결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과실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과실범이 성립할 수 없다. 즉, 과실은 그 범죄 성립의 전제
(prerequisite)다. 곧, 과실 역시 구성요건요소다. 

구성요건요소의 종류(복습)
1. 객관적(objective) 구성요건요소: 상황(situation)

2. 주관적(subjective) 구성요건요소: 마음상태(mind)

소결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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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과 중과실
업무상 과실
1.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있다. 차량운전, 의료 등 업무상 행위에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
히 취급한다.

2. 이를 업무상 과실(occupational negligence)이라 한다.

중과실
1. 주의의무를 심하게 태만히 한 경우가 있다. 극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부주의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다.

2. 이를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라 한다.

처리
1. 형법은 일반 과실이 있는 때에 비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aggravated punishment)하고 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사람이 살고 있
는 건물 등] 물건 ...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물론 업무상 과실, 중과실 가중처벌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 무죄라는 건 아니다. 일반 과실 규정으로 처리하
겠다는 것이다.

형법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치게 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등)] 물건을 침해한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과 불은 가려야 한다.

신뢰의 원칙
개념
1.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
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법적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

이를 신뢰의 원칙(principle of trus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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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일정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경감(mitigation)시키는 의미가 있다.

2. 그 결과 일정 요건 하에 과실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사례

92도1137: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
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protection of trust)은 다른 개념이다. 신뢰보호
원칙은 공법에서 논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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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Causation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 Edward N. Lorenz

기초개념: 미수
범행 단계

범행
결과발생

범행
착수

범행
준비

예비 미수

범행
종료

기수일상

1. 예비(preparation) 단계: 준비 ~ 착수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009도7150: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
급을 약속한 경우[다.]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 살
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미수(attempt) 단계: 착수 ~ 결과발생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85도2773: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
망[갔다. 그래서]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
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3. 기수(consummation) 단계: 결과발생 ~

65도695: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
성[했다.]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었다고 하자.] ...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해야 한다.]

개념
이처럼 시도(착수)는 있었는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한다. 

처벌
1. 미수는 원래 처벌 못 한다. 즉, 미수는 원래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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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따로 미수범(crime of attempt) 처벌 규정을 둔 경우, 처벌이 가능하
다. 즉, 미수는 처벌규정 있으면 유죄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사례
만약 일반물건방화를 시도(착수)했는데 타지 않았다면? 

1.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고, 

2. 일반물건방화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일반물건방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무죄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3도3950: 원심은 ...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
유로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 판단은 정당하[다.]

만약 현주건조물방화를 시도(착수)했는데 타지 않았다면?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성립한다. 

왜?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미수범은 유죄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
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종류
1. 장애미수(obstruction attempt): 착수 but 못 함 → 임의적 감경

형법 제25조...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
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018도16002: 형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 장애미수를 규정[한다.]

2. 중지미수(ceased attempt): 착수 but 안 함 → 필수적 감면

형법 제26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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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6002: 형법은 ... 제26조에서 ... 중지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85도2002: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3. 불능미수(impossible attempt): 착수 but 불가능 → 임의적 감면

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18도16002: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능미수[다.]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단, 위험성이 있어야만 “불능미수”다. 만약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다. “불
능미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 유죄지만, 불능범은 언제나 무죄다.

77도4049: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1. “장애미수&중지미수” vs “불능미수&불능범” ← by 가능성(possibility)

2018도16002: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장
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2. “장애미수” vs “중지미수” ← by 자의성(voluntariness)

85도2002: [중지미수는]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간] 
구분[은?]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한다.]

3. “불능미수” vs “불능범” ← by 위험성(dangerousness)

2018도1600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
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
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착수 당시 가능성? 위험성? 자의성? 유무죄? 혜택?

불능범 × × 무죄 처벌불가

불능미수 × ○ (유죄) 임의 감면

중지미수 ○ ○ (유죄) 필수 감면

장애미수 ○ × (유죄) 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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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개념
문제사안
1. A가 B에게 복용 후 30분 후 약효가 발생하는 독약을 먹였다.

2. 그런데 B가 독약을 먹자마자 C라는 사람이 나타나 B를 총으로 쏴 죽였다.

독약 사격

살인죄○살인죄?

A B C

해석
C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A는 어떠한가?

1.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 B가 죽은 것은 A 때문이 아니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

소결
인과관계(causation)란,

1. 원인행위와

2. 발생한 결과사이의

3. 관련성(relevance)을 말한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 ...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효과
원칙: 무죄
A가 독약을 먹인 행위와 B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살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예외: 미수범으로 처벌
A를 살인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1.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살인죄는 무죄

2.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 살인미수죄는 유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는 죄명과 형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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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살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문제점
어떤 행위와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행위 결과
인과관계?

조건적 관계
조건적 관계(conditional dependence)가 있는지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망치
로 사람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1. 만약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더라면, 

2.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1.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2.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관계(condicio sine qua non; but-for causation)가 있으면, 행위(망치
로 내리침)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단” 인과관계가 있다.

행위 결과
인과관계○

IF

상당인과관계 이론
그러나 이 판단이 항상 단순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1. 만약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2.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출산 범죄
인과관계?

원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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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조건적 관계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경우 “나의 어머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1. 결국 조건적 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즉, 법률적 평가(estimation)의 문제가 따른다. 인과관계 여부는 구체적 사
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르다.

2. 법률적 평가까지 뭉뚱그린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al 
relation)라 한다.

행위 결과
상당인과관계

법률적 평가

사례
1.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한 경우
문제점
실행행위 후 결과발생 전, 피해자나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바람에 결과
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최초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가? 예를 들어,

1. 최초 실행행위: 교통사고로 치인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누워 있게 
되었다.

2. 다른 요소 개입: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했다.

3. 결과발생: 그 다른 요소 때문에, 누워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

비정상적 진행
만약 누워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마침 번개가 쳐서 벼락맞고 사망한 것이라면? 이 
경우, 최초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는 분명 인정된다. 왜? 교통사고가 없었
다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 누워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벼락도 맞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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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사건의 진행이 정상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

교통사고 사망
상당인과관계×

법률적 평가

벼락비정상적 진행

3. 그렇다면 행위(교통사고)와 결과(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정상 범주의 진행
만약, 야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쳐서(제1차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도
로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다른 차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제2차 사
고) 피해자가 죽게 되었다면?

1. 제1차 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관계는 인정된다. 제1차 사고가 없었으면 
제2차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
IF

2. 사건진행도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다. 야간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제1차사고 사망
상당인과관계○

법률적 평가

제2차 
사고정상적 진행

3. 그렇다면 행위(제1차 사고)와 결과(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90도580: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
격[제1차 사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넘어지게 했다.]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제2차 사고)]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행위[제1차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
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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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1차 사고

사망 사망

비정상적
진행

정상적
진행

인과관계× 인과관계○

벼락 제2차 사고

구체적인 판단기준
그렇다면, 어느 경우는 정상 범주고, 어느 경우는 비정상적 진행인가? “최초 가
해행위시 최종 결과를 예견(prediction)할 수 있었나”가 기준이다. 

1.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라면, 정상 범주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4도6206: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
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90도580: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
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깔고 지나갈]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된다.]

2. 예견할 수 없었던 정도라면, 비정상 범주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82도144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
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 강
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공판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가해행위 당시 최종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
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과관계를 긍정한 사례
다음 사례는, 최초 실행행위시 결과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즉, 행위와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 흉기로 내리찍혀(행위)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함부로 음식을 먹
는 바람에(다른 요소) 죽은(결과) 사례

흉기로
내려찍음

피해자가
음식 섭취

사망

정상적
진행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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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3612: 피고인들이 ...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
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외상으
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했]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하
여야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음식과 수분 섭취)]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수차례 힘껏 밀어(행위) 땅바닥에 넘어뜨렸는데,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
어서(다른 요소) 죽은(결과) 사례

힘껏 밀어
넘어뜨림

심장질환&
음주만취

사망

정상적
진행

인과관계○

85도2433: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사건이다.]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피해자가 지병이 있어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다음 사례는, 최초 실행행위시 결과발생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즉, 행위
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1. 교사가 학생 뺨을 때려(행위) 넘어뜨렸는데,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
로 얇아서(다른 요소) 죽은(결과) 사례

비정상적
두개골

교사가
뺨을 때림

사망

비정상적
진행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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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도1961: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 [뺨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강간했는데(행위), 피해자가 음독자살로(다른 요소) 죽은(결과) 사례

음독자살

강간

사망

비정상적
진행

인과관계×

82도144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
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
[다. 그러]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구별
개념
다음은 별개다. 

1.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 과실 문제다.

2. 가해자의 행위 때문인가? → 인과관계 문제다.

구별 사례
1.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causation)가 부정되는 경우

2000도2671: 피고인에게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
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잘못이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
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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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과실(culpa)이 부정되는 경우 

86도2707: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
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 사안이다.] 피해자
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
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성요건요소라는 공통점
어느 경우든 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실, 인과관계 모두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절대로 범죄가 될 수 없다.

과실

인과관계

YES

NO

NO

YES

과실범

무죄

1.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내게 분명 과실이 있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나 때
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무죄다.

2. 과실 없으면 무죄: 거꾸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내 과실”이 없
다면, 역시 무죄다.

과실 ○ 과실 ×

인과관계 ○ 과실범 무죄

인과관계 × 무죄 무죄

독립행위의 경합
문제점
甲이 A를 강간한 뒤 乙도 A를 강간하였는데, 피해자 A가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윤간(gang rape) 사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일단, 甲과 乙이 공범은 아니라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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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만약 오로지 甲의 행위만으로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 강간

강간치상죄

甲

강간죄

乙A

상해인과관계○ 인과관계×

1. 당연히, 甲에게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 = 강간(고의) + 치상(과실). 이처럼 고의인 기본범죄와 과실인 중한결
과가 결합한 범죄(예: 강간치상죄)를 결과적가중범이라 부른다. 

2. 그러나 乙에게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죄만 성립한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강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상해]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상해]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거꾸로 오로지 乙의 행위만으로 A가 상해를 입었다면? 甲은 강간죄, 乙은 강간
치상죄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만약 A의 상해가 甲, 乙 중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울고법90노3345: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은 사안이다.]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적어도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甲, 乙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강간 강간

강간죄

甲

강간죄

乙A

상해인과관계?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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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강간죄로 처벌한다.

2. 乙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되지
는 않는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1.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2. 또,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부분은 미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간치상죄
의 미수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저 강간죄로만 처벌한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
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강간 치상

기수 미수
∵처벌규정×

강간죄 무죄부분

∵증명×

서울고법90노3345: [사안에서]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한다.] ...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 법리를 배워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보자.

공범 문제
1. 甲, 乙의 행위가 독립행위(independent action)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

가 나왔다. 

2. 사안을 바꿔서 만약 甲, 乙이 공범이라면, 독립행위가 아니다. 이 경우, 결론
도 180도 달라진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甲, 乙 모두에게 강간치상죄가 성
립한다.

형사법 제7강 공범론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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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The�Omission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 “누가복음” 제10장 제30, 31절

개념 
머리에
1. 범죄는 작위(commission)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2. 그러나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해 실현
되기도 한다.

2015도6809전합: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
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
부작위: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부작위범
부작위범: 부작위를 통해서 작위범과 같은 불법을 실현한 경우

작위범과 부작위범

불

법

작위

부작위

~하지 말라

~해라

금지
규범

명령
규범

1. 작위범: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prohibition rule)에 대한 위반행위

2. 부작위범: “하라”는 명령규범(command rule)에 대한 위반행위

사례
2015도6809전합: [세월호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은] 2014. 4. 16. 
08:52경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세월호의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
다. 그리고 이들은] 승객 등을 퇴선시킬 경우 충분히 구조가 가능하며, 승객 등이 선내
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더 기울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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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세월호 기관장은] 09:38경 기관부 선실 복도에서 나와 09:39경 해경 구명단
정을 이용하여 먼저 세월호에서 퇴선하였[다.] [세월호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 09:46경 세월호에서 퇴선하였다.

처벌
처벌 여부
부작위범도 일정 요건 하에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
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
에 의하여 처벌한다.

처벌의 근거

2015도6809전합: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
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다. 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
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 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경우]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
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종류
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pure omission)이란?

1. 구성요건이 오직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2. 작위로는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다.

예: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할 때 성립하는 주택
법위반죄

주택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3도1731: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
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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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impure omission)이란?

1. 형벌법규 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 

2. 작위로도 범할 수 있고,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반 범죄다.

예: 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살인죄, 알려줘야 할 법
적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아 성립하는 사기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015도6809전합: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 ...

몇몇
범죄

일반
범죄

×

○

○

○

작위범

부작위범

작위범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범죄 성립의 판단 기준
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여부
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여부는 해당 구성요건 조항 자체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1. 교통사고가 누군가 다쳤지만 내게 과실이 없었다. 

2. 그리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

이 경우 부작위범이 성립하는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한다. 아무리 사고에 관해 내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불이행을 한 건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
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
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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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731: 도로교통법 제50조[현행법 제54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어떤 의무인가?]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
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관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해야 한다.]

2. 반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91도711: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교통사고에 과실이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조문” 차이 때문이다.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
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
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여부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 작위를 처벌
하는 범죄인데도 부작위를 한 경우다.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1. 작위범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성립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
의 경우, 살인의 고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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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전합: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
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
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
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충분하다.] ... [세월호 선장]은 승선경험이 풍부[했고, 그의] 
행태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하여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
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세월호 선장]이 해경 등 구조세력의 퇴선요청에 따라 퇴선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
하고 승객 등을 퇴선하기 좋은 외부 갑판으로 유도하거나 구호장비를 작동시키는 등 승
객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르
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와 ... 익사자 303명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나아가,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흔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문제라 부른다.

성립요건
머리에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증인지위(guarantee personal status):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
할 작위의무가 있고,

2. 행위가능성(opportunity): 가해자가 사태를 지배하여 결과방지가 가능했어
야 한다.

2015도6809전합: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i]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
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ii] 부작위행위
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
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부작위로 인한 법
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 

보호법익(legal good;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이란, 쉽게 말해 
형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 명예
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명예다.

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guarantee personal status):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지위.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
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
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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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가지 경우다.

1. 위험발생방지 의무자: 법령(statute), 계약(contract) 등으로 의무가 발생

2015도6809전합: 구 선원법[은] ... 선장의 의무로서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
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또한 선장이나 승무원
은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의무를 부
담[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 선장이나 ...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2. 위험발생원인 야기자: 자기의 행위 때문에 위험이 발생(creating peril)

91도2951: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칙에 따라 보호의무(작위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03도4128: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003도453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
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행위가능성
제주도 앞바다에 빠진 자식을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구조할 수는 없다. 이처럼,

1. 작위를 통해 결과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opportunity)이 없다면? 

2. 설령 보증인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009도12109: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
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
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
안[이다.]

[우선,]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
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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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
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배경사례

2002도995: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

쟁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1. 작위했는가, 부작위했는가?

2.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는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격
일반적으로, 살인방조죄는,

1. 작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다.

2.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므로, 살인방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2002도995: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
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부진정부작
위범)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1. 작위에 해당한다. 치료중단과 퇴원조치라는 적극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002도995: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
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
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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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2002도995: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개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란,

1.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2. 구조를 불이행(failure to rescue)했다면,

3. 그를 처벌하는 법이다.

현행법
1. 원칙: 일반적인 구조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예외: 경범죄 처벌법은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이 있다
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재난시 공무원을 돕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

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
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
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전과까지 만들면 너무하다. 그래서 형벌 대신 범칙금으
로 처벌을 갈음할 수도 있다. 범칙금 냈는데 기소하면? 법원은 면소판결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
다. ...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

③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2011도6911: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어떤 취지인가?]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
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한다. 이를]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다.] ... 범칙금의 납부
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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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2642: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
력이 이 사건 ...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 이 사건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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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Error�facti

숲에서 동물에게 활을 쏘다 사람을 죽인 사수,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잔 남자, 자기 여동생인 줄 모르고 결혼한 사람, 잠자다가 어린애를 깔아뭉개 죽인 엄마, �

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 Peter Abelard

사실의 착오
개념
사실의 착오(error facti; mistake of fact)란, 사실 인식에 관한 착오다. 즉,

1.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2.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3.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1. 행위자는 손괴를 하려 했는데,

2.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상처를 입힌 경우다. 

상해

손괴

객관적 실제 사실 주관적 인식 사실

비교: 법률의 착오
개념
“법률의 착오(error juris; mistake of law)”란, 법률 규범에 관한 착오다. 즉,

1.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금지(불법) 여부와

2. 현실적으로 적용받는 객관적인 금지(불법) 여부가

3.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1.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A와 B가 부

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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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허위면 가중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도18024: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
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
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금지된다

허용된다.

객관적 실제 법 주관적 인식 법

구별
1. 사실의 착오: 사실 인식의 착오

2. 법률의 착오: 위법성 인식의 착오. 규범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도 한다.

법률의 착오는 차차 배우자. 일단, 사실의 착오만 본다.

사실의 착오의 효과
의의
사실의 착오가 있다면, 보통은 범인에게 유리하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
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3조를 적용하는 사례
1. 손괴의 의도: 손괴하려고 했는데,

2. 상해의 결과: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상해죄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상해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상해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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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사례
1. 살인의 의도: 친구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존속살해의 결과: 잘못해 장모를 살해하게 되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

“친구를 죽인다.”

장모

(단순)살인

객관적 실제 사실 주관적 인식 사실

특별히 중한 죄(존속살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중한 죄(존속살
해)로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무죄는 아니고 (단순)살인죄로 처벌한다.

4293(1960)형상494: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
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착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벌하는 경우
문제상황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이 일치하는 경우다. 즉,

1. 인식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

2.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

3. 일치한다면? 

해결 방법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 기수범을 인정하면 된다.

1. 인식(cognition)한 범죄사실도 “살인”이고,

2. 발생(result)한 범죄사실도 “살인”이기 때문에,

3. 결국 살인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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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착오 경우
甲을 乙로 착오하고 죽였다면? 

1. 인식한 범죄사실: 乙에 대한 살인

2. 발생한 범죄사실: 甲에 대한 살인

3. 구성요건이 모두 “살인죄”에 해당한다. 결국 살인죄를 인정한다.

살인

“乙을 죽인다.”

애먼甲

살인

객관적 실제 사실 주관적 인식 사실

?

주의: 甲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乙에 대한 살인죄가 아니다. 乙은 살아있다.

93도3612: 피고인들이 ... 그들의 동료... 등을 납치·폭행한 ...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1993. 2. 1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여관 1로 ... 찾아가서 상호 공동하여 ... 흉기를 각 소지한 채 위 302호실
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甲]를 [타워파 乙]인 줄 잘못 알
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甲]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
리 등을 닥치는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찍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甲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타격 착오 경우
乙을 죽이려고 후려쳤는데 몽둥이가 미끌어져 甲이 맞아 죽었다면?

1. 인식한 범죄사실: 乙에 대한 살인

2. 발생한 범죄사실: 甲에 대한 살인

3. 구성요건이 모두 “살인죄”에 해당한다. 결국 살인죄를 인정한다.

살인

“乙을 죽인다.”

미끌어져甲

살인

객관적 실제 사실 주관적 인식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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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甲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乙에 대한 살인죄가 아니다. 乙은 살아있다.

83도2813: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乙]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쳤다. 이] 가격으로 피
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乙과 그] 등에 업힌 [만 1세의] 피해자 [甲]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치게 된 것이다. [乙]은 죽지 않았지만, 만 1세의 [甲은] 현장에서 두개
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만 1세의 甲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
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례 분석
A죄 인식 없었는데, 현실은 A죄 결과 → 과실범 문제
1. 인식: A죄×

2. 현실: A죄○

3. 해결방법: 과실범 문제 → 주의의무 위반했고 처벌 규정 있으면 처벌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A죄 인식 있었는데, 현실은 A죄 불능 → 불능미수 문제
1. 인식: A죄○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
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2018도1600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 “준강간하겠다.”]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현실: A죄×

2018도16002: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
[았다.][→ “준강간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3. 해결방법: 불능미수 문제 → 위험성 있고 처벌 규정 있으면 처벌

2018도1600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
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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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Aggravated�Crime

의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해석에서 객관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
- Georgia Warnke

개념 
정의
결과적 가중범(aggravated crime)이란?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2.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즉,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범죄”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결과적 가중범)] ...

사례
상해치사를 보자. 예를 들어,

1. 단지 상해의 고의로 가격했는데,

2.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아예 죽었다면?

3. 상해치사죄(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가 성립한다. 상해죄보
다 중하게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결
쉽게 말해, “~치상”, “~치사”가 붙어 있는 죄들이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
처벌 기준
기본범죄를 행할 당시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1.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예견할 수 없었다면, 기본범죄만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결과적 가중범)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결과적 가중범)]로 벌하지 아니
[하고, 기본범죄로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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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사망 사례
상해(기본범죄)를 당한 사람이 사망(중한 결과)했다.

중한 결과를 예견? 결과적가중범
(상해치사)

기본범죄
(상해)

기본 범죄
(상해)

중한 결과
(치사)

YES

NO

1. 상해를 가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
죄(3년 이상 징역)가 성립한다. 즉, 최소 3년 최대 30년의 징역이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2. 반면,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
해치사죄까지는 아니고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가 성립한다. 즉, 최소 1개
월 최대 7년의 징역이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강제추행과 사망 사례
강제추행(기본범죄)으로 사망(중한 결과)을 야기한 경우다. 역시 예견가능성을 
따져서, 죄명과 처벌 범위를 정한다.

1. 강제추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치사죄가 성립한다.

2. 강제추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88도178: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
어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
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
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
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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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
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강제추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개요
결국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발생

3. 예견가능성

4. 인과관계

고의의 기본범죄
고의(dolus)의 기본범죄(basic crime)가 있어야 한다.

1. 개념상 당연히 필요하다.

2. 고의의 범죄인 이상 기수, 미수 여부는 상관없다. 

예: 강간은 미수였다(성기를 삽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88도1628: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result)의 발생이 필요하다. 

예견가능성
예견(prediction) 가능했어야 한다. 즉,

1. 기본범죄의 행위 시점에,

2.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3.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결과귀속을 위해 인과관계(causation)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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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범죄가 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상당인과관계를 뜻한다.

96도529: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본 사례]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모두 독립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88도178: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
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중한 결과를 예견? 결과적가중범
(상해치사)

기본범죄
(상해)

기본 범죄
(상해)

중한 결과
(치사)

YES

NO

인과관계?

YES

N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고의 + 과실
원래,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사망, 상해) 자체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강
간치상을 생각해 보자. 범인은,

1. 강간을 하려고 한 것이지(강간 고의○) 

2. 상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상해 고의×, 과실○). 

이처럼 중한 결과에는 고의 없이 결과적 가중범을 저지른 경우를, 진정(pure) 
결과적 가중범이라 한다.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치상”, “치사”라는 말에서 “치(致)”는 “(상해, 사망에)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
이다. 용어 자체가 이미 과실에 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기본 범죄
(강간)

고의

중한 결과
(치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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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고의 + 고의
예외적으로, 기본범죄는 물론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까지 모두 고의로 행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죽이려고 방화하
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편의상, “현주건조물방화”를 “방화”라고만 한다.

1. 방화도 하려고 했다(방화 고의○).

2. 살인도 하려고 했다(살인 고의○).

이처럼 중한 결과에도 고의를 갖고 저질렀는데도,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는 경
우가 있다. 부진정(impure) 결과적 가중범이라 한다. 결과적 가중범 중 예외적
인 몇 가지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가능하다.

기본 범죄
(방화)

고의

중한 결과
(치사)

고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사례
방화를 저지른 결과, 뜻하지 않게 사람이 사망하면,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1. 과실로 사람이 죽은 경우, 방화치사죄를 적용한다(방화 고의 + 사망 과실).

2.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방화를 저지른 경우도, 방화치사죄를 적용한다(방화 
고의 + 살인 고의) 

그래서 방화치사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른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이유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려고 만들었다. 
그런데, 왜 굳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하는가? 귀류법(proof by 
contradiction)적으로 접근해 보자.

1. 만약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방화한 경우 방화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2. 그러면 방화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방화살
인죄(방화 고의+살인 고의)” 같은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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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방화범 중 
방화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방화범 
중 방화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7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현존건조물방화]를 범하여 사람을 ... 사망
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결과는 누가 봐도 모순이고 부당하다. 불을 질렀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경
우보다, 불을 질러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더 가볍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1. 형량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2. 살인의 고의 있는 자에게도 처음부터 방화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82도2341: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
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이다. 이 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
[된다.]

동 조항[방화치사죄]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
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결
1. 비록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더라도,

2. 형량 불균형 문제 때문에,

3. 결과적 가중범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방화치사죄 등)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른다.

연습문제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
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ㄴ.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
한다.

ㄷ.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
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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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ㅁ. 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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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
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되어 
무죄다. 이 폭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
라고 한다.

	 	오늘은 현행법상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 위법성에 관한 형법 조문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2.		 		그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는 법을 배운다.

	 1. 위법성(불법성)이 있어, 범죄로 될 수 있는 경우

		 2.		 		위법성(불법성)이 깨져, 범죄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

Théodore Géricault, Le Radeau de la Méduse (The Raft of the Medusa), 1818-1819, 
Oil on canvas, 491×716cm

제3강

위법성론
Theory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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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개념
The�Conception�of�the�Illegality

국가사회에 미치는 손해보다 큰 이념적·문화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적법하다.�
- W. Sauer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머리에
1. 지금까지 구성요건 개념을 봤다.

2. 이제부터 위법성(illegality) 개념을 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
스가 제시한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the plank of Carneades)” 문제상황
에서 시작하자.

사안
기원전 2세기 그리스에서 배가 난파되어 승무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다. 甲은 혼
자만이 매달릴 수 있는 널빤지 한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났다. 그런데 다른 
승무원 乙이 그 판자에 매달리려 한다. 甲은,

1. 동시에 두 사람이 매달리면 널빤지가 가라앉아 둘 다 죽게 된다고 판단하고,

2. 乙을 밀어내 빠져 죽게 만들었다.

살인
甲 乙

!
“내가 살아야지.”

이후 甲은 구조되어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성요건해당성
1. 분명,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다. 사람을 살해한 것(offsense) 자체는 

너무나 명백하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이것이 살인(murder)인가?”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甲 행위의 정당화
1.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긴급피난(necessity)에 해당해 무죄다.

2. “이것이 살인죄(crime of murder)인가?”는 이유를 묻는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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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은 법을 모른다(Necessitas non habet legem; Necessity has no 
law).

강도침입 사안
구성요건해당성
1. 다른 사안을 생각해 보자. 甲이 乙에게 주먹을 휘둘렀다(offense). 일단 甲

의 폭행죄 구성요건해당성은 있다.

2. “이것이 폭행(violence)인가?”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甲이 “나쁜(wrong) 짓”을 한 것인가?

1. 웬만해선 甲이 “나쁜 짓”을 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2. 甲이 집에 평화롭게 있던 어느 날, 乙이 식칼을 들고 甲의 집에 침입해 甲을 
때리며 협박했다고 하자. 甲이 이에 대항해 방어한 것이라면, 어느 누가 甲의 
폭행을 보고 “나쁜 짓”이라 할 수 있는가?

폭행甲
집주인

乙
강도

!
“나를 지킨다.”

甲 행위의 정당화
1. 甲의 乙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self-defense)로 무죄다.

2. “이것이 폭행죄(crime of violence)인가?”는 이유를 묻는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甲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모든 여우는 제 가죽을 지킨다(Jeder Fuchs verwehrt seinen Balg; Every 
fox defends for his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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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의 의미
위법성 있는 행위와 위법성 없는 행위
“나쁜(wrong) 짓”은 개념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다. 그러나 법학에서
는 그 말보다는 “위법한 행위(illegal act)”라는 말을 쓴다. 즉,

1. “나쁜 짓”으로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illegal act)”, “위법성이 있다”, “위법
하다”고 표현한다.

2. “나쁜 짓”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legal act)”, “위법성이 없다”, 
“위법하지 않다”, “적법한(lawful) 행위”, “적법하다”고 표현한다.

나쁜 짓임
wrong

나쁜 짓이 아님
not wrong

위법성이 있다
illegality ○

위법성이 없다
illegality ×

위법성의 정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는 말은, 

2. “어떤 행위가 법질서(legal order) 전체의 원리(principle)와 어긋난다”는 
뜻이다.

사안 분석
사안
1.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린다면? 그 폭행행위는 공동사회의 법질서를 침

범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한밤중에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에 대항해 그 강도를 때린다면? 그 폭행행위
는 공동사회의 법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법하지 않다.

이유 없이
폭행

법질서 전체에
반함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없다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음

강도에 대항해
폭행

나쁜 짓임

나쁜 짓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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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린 경우
1.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즉, 폭행이다.

2. 위법성까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폭행죄까지 될 수 있다.

강도에 대항해 강도를 때린 경우
1.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즉, 폭행이다.

2.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폭행죄는 되지 않는다.

범죄체계상 지위 
범죄성립의 3요건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범죄(죄)가 되려면,

1.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에 해당하고,

2.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여 위법성(illegality)이 인정되며,

3.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위자에게 책임(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곧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범죄성립의 3요건이다. 위 3요건을 모두 충
족한 행위를 비로소 범죄(crime)라고 부른다.

위반행위 개념
위반(offense) 행위란?

1. 구성요건해당성 있는 행위.

위법행위 개념
나쁜(wrong) 짓, 즉 위법행위(불법한 행위)란?

1. 구성요건해당성 있고,

2. 위법성까지 인정되는 행위.

범죄 개념
못된(blaming) 짓, 즉 범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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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해당성 있고,

2. 위법성도 인정되며,

3. 책임까지 인정되는 행위. 

구성요건
충족행위

위법한 행위

범죄행위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나쁜 짓)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못된 짓)

3요건의 관계
1. “구성요건해당성 있을 것”이 위법성 판단의 전제다. 

2. “위법성까지 있을 것”이 책임 판단의 전제다. 

판단순서
따라서 범죄(crime) 성립 여부는 다음 순서로 검토한다.

1. 위반(offense)이 있는가? 즉, 구성요건해당성(applicability of 
constituent requirements) 검토 

2. 나쁜(wrong) 짓인가? 즉, 위법성(illegality) 검토

3. 못된(blaming) 놈인가? 즉, 책임(responsibility) 검토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범죄인가?

범죄!

위법성
판단

책임
판단

구성요건 검토와 위법성 검토의 관계
1. 구성요건 검토는 위법성 검토에 영향을 준다.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는 행위

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甲이 乙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를 판단할 필
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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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위법성 검토는 구성요건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
다고 해서, 이미 검토한 구성요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甲이 乙을 폭행한 이상, 설령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폭행죄
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대구고법87노787: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
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甲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이상, 설령 그것이 위법하지 않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2014도247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
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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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추정
Presumption�of�Illegality

연기라는 징표는 불을 인식하는 근거다. �
그러나 연기가 있다고 항상 불이 난 것은 아니다. - M. E. Mayer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법성 추정
다시 구성요건과 위법성 관계를 보자.

1. 구성요건해당성 있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especial circumstances)이 없
는 한, 나쁜 짓(위법행위)가 된다.

2.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추정(presumption)된다.

3. 구성요건해당성 있는 행위는, 위법행위(불법한 행위)로 추정한다.

추정의 의의
“추정한다(presume)”는 말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without especial circumstances), 추정한 그대
로 인정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with especial circumstances), 추정이 깨져 다르
게 인정한다.

추정한 대로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어떤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2. 폭행죄의 불법(위법)이 인정된다. 즉,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나쁜 짓)

추정

“연기가 났다면” “불이다”

추정이 깨져서 다르게 인정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 어떤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 폭행죄의 불법(위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
위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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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하지 않은 행위
(=나쁜 짓이 아님)

“연기가 났지만”

“불이 아니다”

위법성○

위법성×

추정

추정이 깨짐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추정이 깨져, 추정한 것과 다르게 인정한다. 이처럼, 

1. 위법성조각(negating illegality): 위법성 추정이 깨지는 것. 예를 들어, 폭
행을 했지만 그것이 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을 깎아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법학에서, 추정이 깨지는 것을 조각
(negating)이라 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reason for negating illegality): 위법성 추정을 깨는 사
유. 예를 들어,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다.

“위법성을 깎아내버리는 사유”라는 의미가 있다. 법학에서, 추정을 깨는 특별한 
사유를 조각사유(reason for negating)라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당화사유(justification)라고도 부른다.

주의: 정당화(사유)라 해서, 적극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이며 당위적이다”는 뜻
은 아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위법(불법)까지는 아니다”는 뜻에 불과하다.

명예훼손 사례
머리에
1. 명예훼손은 처벌되는 행위다. 

2. 그러나 특별한 경우 명예훼손이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이 취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명예훼손은 허용한다.

위법성의 추정
甲이 사람들 앞에서 “乙이 2019. 3. 20. ◇◇◇유흥업소에서 퇴폐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것이 설령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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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할 수 있다.

위법성의 조각
그런데 만약 乙이 장관 후보자고, 청문회에서 甲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
해 위 발언을 했다면? 그렇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13다3401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위법성 추정이 깨지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2. 형법 제310조를 왜 두었나?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
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두었다.

체포 사례
머리에
1. 체포는 처벌되는 행위다. 즉, 다른 사람을 잡아 가면 안 된다.

2. 그러나 특별한 경우 체포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이 취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포를 허용하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이
렇게 법령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법성의 추정
甲이 A를 체포했다. 일단 체포죄에 해당한다.

1. 甲은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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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조각
그러나 A가 도둑이고, 가게 주인 甲이 도난 현장에서 바로 A를 체포했다면? 그
렇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 법령(statute)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justifiable act)에 해당한다. 정당행
위는 위법성조각사유다. 즉, 위법성 추정이 깨진다. 결국 불법한 행위로 인정
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절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A]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98도3029: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인의 현행범
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령에 의한 행위를 왜 위법성조각사유로 두었나? 법이 허용하면서 동시에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법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면서, 현행범을 체포한 사람을 처벌하면 모순이다.

음란물유포 사례
머리에
1. 음란물유포는 처벌되는 행위다.

2.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음란물유포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음란물유포를 해도 된다”는 허용규정은 없다. 처벌하
지 않는다는 명시규정도 없다. 그래도 해석상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는다.

위법성의 추정
甲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정보통
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1. 甲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

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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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나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은 음란물이다.

2012도13352: [음란 표현물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
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즉,]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
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진들은 오로지 남성의 발기된 성기와 음모만을 뚜렷하게 강조하여 여러 맥락 
속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 사건 사진들은] ...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
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맞춰져 있[다. 그리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
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들은]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
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

2.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할 수 있다.

위법성의 조각
그러나 甲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표현의 자유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에 비추어 해당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사진을 게시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일정 요건 하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 물론, 정보통신망법이나 그 밖의 개별 법률 어디에도 “甲처럼 하면 무죄”라
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그렇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甲의 표현행위
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다.

2012도13352: 음란물[은]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앞서 본 음란성에 관한 논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
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는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사회상규(social rules)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justifiable act)
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다. 즉, 위법성 추정이 깨진다. 결국 
불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2도13352: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
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
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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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왜 위법성조각사유로 두었나? 개별 법률이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실질적 위법성이 없는 행위들을 하나 하나 완벽히 정해 
명시해 두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때의 효과
범죄 불성립(무죄)
위법성이 조각되는 명예훼손, 체포, 음란물유포 행위를 보았다.

1. 형법 제310조, 제20조 조문을 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벌조항에서 이러한 문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범죄가 아니
다”를 뜻한다. 한 마디로, 무죄(not guilty)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써 정당화(justification)된다.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범죄 ×
(= 무죄)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와 무죄의 관계
무죄(“처벌하지 아니한다”)가 곧 “위법성이 없다”는 말과 똑같지는 않다.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범죄 ×
(= 무죄)

“처벌하지 아니한다”

왜? “(처)벌하지 아니한다”란,

1.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일 수도 있지만,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범죄행위

구성요건해당성○
BUT 위법성×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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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범죄행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BUT 책임×
∴ 범죄×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조각사유는 형사법 제4강 책임론에서 본다.

소결
각종 조각사유 관련 법조항을 볼 때,

1. 위법성조각사유인지 책임조각사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를 구별할 필요성(실익)은, 형사법 제7강 공범론
에서 자연히 알게 된다. 일단,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배우자.

2. 어떻게 구별하나? 내용을 보고 해석(interpretation)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법성에 관한 소극적 규정
소극적 규정의 의미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그런데, 형법 조항을 봐도,

1. 어떤 사유(illegalization)가 “있어야” 위법성이 “있다”는 식이 아니다.

2. 어떤 사유(justification)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식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1. “~이면 처벌한다” 식이 아니다.

2. “~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식이다.

형법은,

1.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2.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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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순간, 기본값(default)은 “위법성 있음”이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 × ×

위
법
성
조
각
사
유
A

위
법
성
조
각
사
유
B

위
법
성
조
각
사
유
C

위
법
성
조
각
사
유
Z...

○ ○ ○ ○
위법하지 않은 행위

위법성을 추정하는 법적 근거
앞서 구성요건의 충족으로 위법성이 추정(presumption)된다고 했다. 그렇게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우리 형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즉, 형법이 위법성에 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exclusion)을 택했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가
특별히 없다

2.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특별한 예외조항
이 없다면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추정과 증명책임
검사의 증명책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이 검사
에게 있다. 비록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
히 검사가 진다.

민사소송은 다르다. 민사에서는, 법률상 추정이 있으면 증명책임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넘어가기도 한다.

1.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나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당방위인지 검사, 피고
인 어느 쪽 주장에도 확신이 없다면? 불이익이 검사에게 간다.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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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격
“확신 주기”

피고인/변호인의 방어
“의심 주기”

위법성○
확신

위법성×
확신

위법성
의심

방어 실패

방어 성공

공격 성공

공격 실패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012도13352: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
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
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소송법적 측면
소송법적 측면(procedural):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공소사
실 유죄)에 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

무죄

위법한
행위

구성요건
충족행위

정당방위
인가?

YES

NO
NOT
SURE

무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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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당방위가 문제될 경우,

1. 피고인이 정당방위였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2. 검사가 정당방위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체법적 측면
실체법적 측면(substantive): 위법성 추정.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면, 곧 위법
한 행위로 본다.

구성요건
충족행위

위법성 추정

위법한
행위

YES
무죄

정당방위
인가?

예를 들어, 정당방위에 관하여,

1.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피고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하지도 않는다면,

2. 법원이 굳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다음은 서로 다르다.

1. 무죄추정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

2. 위법성 추정에서 말하는 “추정”

즉,

1. 무죄 추정: 그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지우겠다는 뜻이다. 유죄, 무죄 여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2. 위법성 추정: 그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위법, 적
법 여부를 여전히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예외: 형법 제310조로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일정한 사유는 검사가 아
니라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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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95도147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
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나?]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
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
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도1497: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
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판례를 어떻게 해석할지 미묘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험생으로서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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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Overview�of�General�Justification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 Michael J.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개요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를 하나씩 본다.

형법총칙에 명시한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행위(justifiable act) 

2. 정당방위(self-defense)

3. 긴급피난(necessity)

4. 자구행위(self-help)

5. 피해자의 승낙(consent of victim)

학습계획
위 사유를 하나씩 본다. 다만,

1. 자구행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것 먼저 공부하고, 일단 
그냥 넘어가자.

2. 추정적 승낙(presumptive consent of victim)은 명시규정에 없다. 그러
나 이론상, 실무상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설명에 추가했다.

정당행위
사례
사형집행수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수를 살인죄로 처
벌할 수 있는가?

1.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2. 정당행위(justifiable act)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개념과 취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따라서 국가가 벌하지 않는다.



334 제3강  위법성론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폐광지역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다]. ...

2002도2518: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법] 등에 따라 카지노[→강원랜
드(정선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
사례
부당한 공격을 받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으로 때리는 것은,

1.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2. 정당방위(self-defense)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개념과 취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둔 이유는 다음 2가지 때문이다.

1.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측면

2.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하는 측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

70도1473: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
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
위에 해당한다.

긴급피난
사례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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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2. 긴급피난(necessity)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개념과 취지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원래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어떠한 행위로 무엇인가 침해되는 것(예: 빠져 
죽은 사람의 목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긴급피난의 경우,

1. 그 행위를 통해 침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2. 대신 그 이상으로, 적어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무엇인가(예: 살아 남은 사람의 
목숨)가 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

85도221: 피고인들이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조난이나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양
쪽에 두개의 닻을 내리고, 한쪽의 닻줄의 길이를 175미터(7샤클)로 늘여 놓[았다.] ... 
[그렇게]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
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
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연습문제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정당 당직자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②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타인
의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
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
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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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
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⑤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
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
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
사례
스킨헤드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
다. 이 요청에 응해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냈다.

1.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2. 피해자의 승낙(consent of victim)으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개념과 취지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취지다.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

82도2486: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조○순]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
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조○순]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
[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조○순]으로서는 채권확보
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인 조○순은] 피고인이 계주
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피해자 조○순]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
사례
길을 걷다가 빈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끄러 들어갔다.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2. 추정적 승낙(presumptive consent of victim)으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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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취지
실제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확실
히 승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 객관적인 상황
(situation)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1. 실제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심지어, 피해자가 내심 반대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가 불 끄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불 끄러 간 사람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

92도3101: [피고인 갑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A, B, C, D, E, F]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 사문서인 결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위 명의인 중 [A, B, C는] 피고인[갑]의 아들들이고, [D]는 [을]의 아들이며, [E, F는 병]
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갑, 을, 병은 형제관계다.] ... [을, 병은] 위의 결의서 작성을 승
낙하였[다. 그러나 A, B, C, D, E, F는] 사전에 피고인[갑]에게 직접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의 결의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바 없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갑]의 아들[A, B, C]이나 조카들[D, E, F]은 나이가 젊고 각자 먹고 살
기가 바빠서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행정대서업을 하는 피고인[갑]이 사전에 그
들의 개별적 승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곗날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통상 종친회의 모든 의안을 위 3형제만의 의결로 집행하
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비록 사전에 [A, B, C, D, E, F]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갑]은 그들[A, B, C, E, E, F]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
라고 믿고 한 행위일 수 있[다.] ...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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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Requirements�of�General�Justification

정의롭지 못한 짓을 당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듯이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짓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 Socrates

머리에
문제점
1. 마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 같지만, 

2. 실제로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가한 반격이라도, 만약 그것이 분풀이 목적에 불과하다

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2. 명절에 선물을 받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로 받은 것이라면? 정
당행위가 아니다. 

소결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
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성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유죄(guilty)다.

상당성 요건
상당성의 개념
상당한 이유(reasonable grounds)란? 

1. 사회상규에 비추어 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당성(social properness)이 있다”고 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1. 정당방위의 상당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 즉, 상당성이 필요하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죽일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기어코 죽였다면, 상당성이 없다. 정당방위가 아
니다.

84도683: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당방위가 아니다.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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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피난의 상당성: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도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 즉, 상당성이 필요하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의장 입구가 막혔다며 출입문을 아예 망치로 부
수는 행위는 상당성이 없다. 긴급피난이 아니다.

2010도13609: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
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이다.]

우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다음, 위법성을 본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
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
[에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를 ...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3. 정당행위의 상당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즉, “상당성”이 필요하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없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2001도3167: [목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있는 단군상을 파괴한 사건이다.] 피고인
[은] 그 단군상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겪을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의 오도를 
우려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
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가 아니다. 재물손괴죄
가 성립한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1. 피해자 승낙의 상당성: 피해자의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 필요하다. 

조문에는 “상당한 이유”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같은 문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해석(interpretation)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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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날 죽여라” 하는 사람을 죽이면 상당성이 없다.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다.

85도1892: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서] 피해자[가 승낙
했다면 어떠한가? 이러한]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
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등의 행위가 피해
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형법 제24
조에 있는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다. 유죄다.]

2. 추정적 승낙의 상당성: 추정적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 필요하다. 애
당초 추정적 승낙 자체가 조문에 없다. 당연히 상당성 규정도 없다. 그러나 
역시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해석(interpretation)합니다.

예: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 추정적 
승낙이 아니다. 

75도2665: 피고인[은] 정보관계를 담당한 순경[이다. 피고인은 증거수집을 위하여 ... 
회의장소에 몰래 설시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

[일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 위법성을 본다.] 음식점출입에 추정승낙이 있다고 봄은 음식 [먹는 데] 관한 것이
[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까지]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따
라서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중간결론
총칙상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상당성이 필요하다.

상당성 판단기준
여러 사정을 골고루 참작해, 침해한 법익과 침해당한 법익을 비교형량한다.

법익(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이란? 어떤 법규정이 보호하려고 하
는 이익이다.

1. 정당행위의 상당성 판단기준

2010도2680: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i]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ii]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iii]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iv] 
넷째 긴급성, [v]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사망할 정도로]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
립[한다.]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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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기준

2003도3606: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i]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
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ii] 침해의 방법, [iii] 침해행위의 완급과 [iv]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2014노1069: 피해자[甲]가 피고인[丙]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丙]에
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혀 부위가 완전 절단될 정도
로 강하게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甲]가 피고인[丙]보다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丙]의 입장에서 곧바로 피
해자[甲]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甲]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
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되었으며, 주
변에 [乙] 등 다른 일행이 있었다. 피해자[甲]는 한 손으로 피고인[丙]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丙]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丙]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피고인[丙]의 입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
을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당시 상황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혀 부위의 신경 분포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丙]은 
피해자[甲]의 혀를 가볍게 물어 피해자[甲]의 행동을 저지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할 수 있
었음에도 피해자[甲]의 혀 부위가 완전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다. 

피해자[→키스하려는 자甲]가 침해한 피고인[→키스당하는 자丙]의 법익의 종류나 정
도[→성적 자기결정(키스 거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甲]의 법익
[→중상해(혀 완전 절단)]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丙]의 행위가 방위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丙)을 중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다(case by case).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
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89도358: [甲남과 乙남은] 공모 공동하여 1988. 2. 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
재 황금당 앞길에서 [丙녀](여, 32세...)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
다. 甲남과 乙남은 丙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甲남]은 [丙녀]의 
오른팔을 잡고 [乙남은 丙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
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렸다. 그] 후 [甲남]은 오른손을 [丙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
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丙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
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丙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丙녀]에 대해 추행[했
다.] 이로 인해 [甲남은 丙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丙녀는]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남]의 혀를 깨물어 그에
게 설절단상을 입히게 [되었다. 丙녀는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丙녀]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甲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
고 한 행위[다(→정당방위가 성립한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 그러]므로 ... [피고인(丙
녀)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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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피난의 상당성 판단기준

2005도9396: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i]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ii]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iii]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
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iv]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
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
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승낙의 상당성 판단기준

2008도9606: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
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
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
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할 수 없[다.] ...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현재성 요건
현재성의 개념
현재성(nowness)이란? 침해 또는 위난은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1. 과거의 침해나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할 수 없다.

2. 미래의 침해나 위난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등을 할 수 없다.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1. 정당방위의 현재성(침해의 현재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

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부당한 공격에서 이미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고 때리는 것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정당방위가 아니다.

96도24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닌 사안이다.]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
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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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피난의 현재성(위난의 현재성):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도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과거나 미래의 위난을 피하겠다며 살인하는 것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 긴급피난이 아니다.

대전2006고합102: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이다.]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

만약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현재성은 요건이 아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다.

1. 정당행위: 조문에 현재성 문구가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승낙: 조문에 현재성 문구가 없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3.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자체가 조문이 없다. 당연히 현재성 문구가 없다.

중간결론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만 현재성이 필요하다.

현재성 판단기준

대전2006고합102: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
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
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
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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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추정적승낙

상당성 요건 ○ ○ ○ ○ ○

현재성 요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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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Exceptions�of�General�Justification

애국자들은 항상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떠벌리지만,�
조국을 위해 죽이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 Bertrand Russell

머리에
공부한 것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요건, 효과를 공부했다.

공부할 것
언뜻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말
라고 정해 둔 경우가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배제)를 공부하자.

긴급피난의 경우
개요
긴급피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무에 따른 책임
이처럼 직무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처럼 직무 수행에 마땅히 일정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자가 있다. 예를 들어, 담당 경찰관이 마약 현장을 보고서도 몸을 사리느라 단속
하지 않았다면?

1. 일단,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경찰이 자기 신체를 지키려 했기에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위법성이 깨지지 않는다.

자업자득의 책임
자기가 초래한 위험이라면,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위법성이 깨지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깨물린 강간범이 손가락을 지키려고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의 치아가 뽑혔다 하자.

1. 일단,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치아가 뽑힌 것은 명백한 상해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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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범이 자기 손가락을 지키려 했기에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
니다. 손가락을 깨물린 상황은 강간범 스스로 초래한 위험이다. 따라서 위법
성이 깨지지 않는다.

94도2781: 피고인[(강간범 甲남)]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강간
피해자 丙녀)]가 피고인[甲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했다. 그러]자 [甲남이 자기 손가
락을 보호하기 위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丙녀]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甲남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참고로, 다음 구조를 혼동하면 안 된다.

1. 강간범 손가락 사건은 “강간범(甲)에게” 상해(강간피해자 丙의 치아결손) 책
임을 지울지 문제되었다. 즉, 강간범(甲)의 긴급피난이 쟁점이다.

2. 혀 절단 사건 2가지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자(丙)에게” 상해(강제추행가해
자 甲의 혀 절단) 책임을 지울지 문제되었다. 즉, 강제추행을 당하는 자(丙)의 
정당방위가 쟁점이다. 

피해자 승낙의 경우
개요
피해자 승낙에도 특별 규정이 있다. 즉,

1.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려면,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피해자 승낙을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무엇이 있는가? 사례를 보자.

사례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해서 피해자를 죽였다고 하자.

1. 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 승낙살인 자체를 처벌하
도록 법이 명시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법
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다만,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형이 낮다. 이것은 법이 정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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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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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의 효과
Consent�of�Victim

승낙이 있으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라틴 법언

피해자 동의의 다양한 측면
문제상황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주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위법성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동의의 유형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다.

1.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

2.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

3.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피해자 승낙; consent of victim)

4.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양해; acceptance of victim)

범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기초개념: 용어
1. 강간(rape): “강제로” 성교하는 것

2. 간음(sexual intercourse): “강제성 여부를 불문하고” 성교하는 것

사례
경찰관, 교도관과 같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과 성교하면? 피감
호자간음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석
강제성이 있든 없든, 감호하는 자가 피감호자와 성교하는 자체에 이미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해도 성교하면 처벌한다.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
사례
살인 피해자가 살인에 동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범죄(승낙살인죄)가 성립하되, 
동의가 없는 경우(살인죄)보다는 형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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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피해자승낙)
사례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 때렸다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구성요건 단계: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폭행이다.

2. 위법성 단계: “폭행이긴 하지만 불법이 없는 것”이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책임 단계(?): 위법성이 없으므로, 책임 검토는 필요 없다.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범죄인가?

범죄!

위법성
판단

(피해자
승낙)

책임
판단

범죄 아님!

분석
1. 폭행(violence; assault)이란 상대의 의사에 무관하게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동의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이다. 폭행죄의 구성
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2. 단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폭행에 대한 동의는 피해
자의 승낙(consent of victim)에 해당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양해)
강간 사례
강간(rape) 경우는? 즉,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해달라고 해 폭행하며 성교했다
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의했다고 가정하자.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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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 단계: “강간이 아닌 것”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위법성 단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위법성 검토는 필요 없다.

“강간이긴 하지만 불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위법성 문제가 아니다.

3. 책임 단계(?): 당연히, 책임 검토도 필요 없다.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피해자 양해)

범죄인가?

범죄!

위법성
판단

책임
판단

범죄 아님!

강간 사례 분석
1. 강간이란 개념 자체가 강제로(forcibly),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victim’s will) 성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강간”이라
고 말할 수가 없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다. 

강간죄는 구성요건으로 강간(rape)을, 피감호자간음죄는 구성요건으로 간음
(adultery)을 규정하고 있다.

절도 사례
절도(larceny) 경우는? 즉, 피해자가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성요건 단계: “절도가 아닌 것”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위법성 단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위법성 검토는 필요 없다.

“절도긴 하지만 불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위법성 문제가 아니다.

3. 책임 단계(?): 당연히, 책임 검토도 필요 없다.



351제3강  위법성론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피해자 양해)

범죄인가?

범죄!

위법성
판단

책임
판단

범죄 아님!

절도 사례 분석
1. 절도(절취)란 개념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against victim’s will) 가

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절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다.

85도1487: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
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구성요건요소라서, 특별히 문제 안 되면 검토를 생략하기도 한다.

양해의 개념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1. 피해자의 승낙(consent)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2. 강간이나 절도처럼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동의를 양해(acceptance)라 한다. 강간이나 절도에 대한 동의는 양해다.

양해의 의의
1.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illegality)조각사유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성 조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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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해는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해당성 배제사유다. 양해가 
있으면 애당초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추정될 여지가 없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양해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문제상황
만약에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동의를 구한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1. 조폭들이 찾아와서 “돈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를 테니, 자, 동의한다는 각서
를 써라”고 협박해 동의했다면,

2. 나중에 조폭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조폭들은 무죄인가?

이와 같이 착오나 협박에 의한 동의의 효과가 문제된다.

흠 있는 승낙
흠(하자) 있는 승낙의 경우, 대체로 그 승낙을 무효로 본다. 위법성을 조각할 만
한 유효한 승낙은 아니다. 위 조폭은 무죄로 되지 않는다. 상해죄가 성립한다.

92도2345: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
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
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했
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
가피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
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흠 있는 승낙이다.]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한다.]

흠 있는 양해
흠 있는 양해는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1. 흠 있는 양해라도 유효한 양해로 본 사례가 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
로, 결국 무죄로 되었다.

90도12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
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 즉, 속임수를 당해 동의했으므로, 흠 있는 동의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동의는 유
효한 양해로 봐야 하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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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흠 있는 양해를 무효인 양해로 본 사례도 있다.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했고, 
결국 유죄로 되었다.

95도2674: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
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
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복집)]에 들어간 [사안이다.]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즉, 출입 동의는 흠 있는 동의로, 무효인 양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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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
Subjective�Element�of�Justification

불법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객관적·현실적 사정보다 행위자의 표상이다 �
- Diethart Zielinski

개념
정당화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정당화(justification)라
고도 한다. 정당화사유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1. 객관적 정당화상황

2.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상황
객관적 정당화상황(objective situation of j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 예를 들어,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 침해(=현재의 부당한 침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긴급피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 위난(=현재의 위난)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주관적 정당화요소(subjective element of j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위한다는 의사. 예를 들어,

1.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방위의사(=방위하기 위한)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피난의사(=피하기 위한)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개요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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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정당화상황도 있어야 하고,

2.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있어야 한다. 

사례
1. 적어도 방위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적어도 피난의사가 있어야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96도3376전합: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
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
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
로 보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요소의 2가지 측면

내가 폭행하는 상황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폭행의
인식과 의사

(폭행의 고의)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상황. 예를 들어, 폭행행위가 있는 상황.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예를 들어, 폭행의 고의.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의 2가지 측면 

나를 방위해야 할 상황

객관적 정당화상황 주관적 정당화요소

방위의
인식과 의사
(방위의사)

1. 객관적 정당화상황: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
의 위난 등).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한 상황.

2. 주관적 정당화요소: 방위의사, 피난의사 등.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와 가족
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때려야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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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관계 

상황

객관적 정당화상황 주관적 정당화요소

정당화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인식과 의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객관적 정당화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구성요건적 
상황)에 대응하여, 객관적 측면에서 위법성을 깬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에 대응하여, 주
관적 측면에서 위법성을 깬다.

관련 사례
문제상황
한밤중에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온 사람을 때려 잡아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정
당방위인가?

사안 A: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었던 경우(오상방위)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1. 도둑인 줄 알고 때려 잡았다.

2. 알고 보니, 도둑이 아니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아버지였다.

이를 오상방위(mistaken self-defense)라 한다. 이 경우,

1.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는 있다. 그렇지만,

2. 객관적 정당화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정당
방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때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견해대립이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1. 고의범(상해죄)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2. 과실범(과실치상죄)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57제3강  위법성론

참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무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68도370: 피고인은 [상병 계급으로]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자[다.] ... 
[피고인은] 상병 [배○○]과 교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배
○○]를 구타[했다. 그러]자 [배○○](22세)은 소지하고 있던 카[빈]소총을 피고인의 등 
[뒤]에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 [등] 발사할 듯이 위협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황하
여 먼저 [배○○]을 사살치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꼈다.]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
하고 있던 카[빈]소총을 [배○○]의 복부를 향하여 발사[했다. 이에 배○○가 사망했다.]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 피고인으로서는 현
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배○○는] 술에 취하여 초소를 교대하여야 할 시간보다 한
시간 [반] 늦게 왔었[다. (ii)] 피고인의 구타로 [배○○]은 코피를 흘렸[다. (iii) 배○○
는] 코피를 닦으며 흥분하여 “월남에서는 사람하나 죽인 것은 파리를 죽인 것이나 같았
다. 너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 뒤에 카[빈]총을 겨누었[다.] 

[이처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사안 B: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상황이 없으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1. 실제 강도가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집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풀이로 때려 잡고 싶은 사람을 
찾던 중 때마침 누군가 제 발로 들어왔기에 때려 잡았다고 하자.

이를 우연방위(self-defense without intention)라 한다. 이 경우,

1. 객관적 정당화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은 있다. 그렇지만, 

2.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85도2642: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다.]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에 불과
하다.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때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견해대립이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1. 기수범(상해죄)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2. 불능미수범(상해미수죄)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상황 위법성조각 효과

정당방위 ○ ○ ○ 무죄

오상방위 ○ × × (과실범)

우연방위 × ○ × (불능미수)

방위× × × × 기수범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성요건, 위법성을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까지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즉,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있는 행위, 즉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2.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

사에게 자문한 결과 허용되는 행위로 답변을 듣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또는,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폭행이라면? 

	 	비난가능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는, 다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책임론이다.

	 1. 형법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있는 행위”란 과연 무엇인지? 
	 2. 그것이 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불법한) 어떤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
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운다.

	 1. 비난가능성이 있어, 범죄로 되는 경우
	 2. 비난가능성이 깨져,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Francisco Goya, Saturno devorando a su hijo (Saturn Devouring His Son), 1819-1823, 
Oil on canvas, 146×8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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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개념
The�Conception�of�Criminal�Responsibility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 라틴 법언

테러리스트 사례
상황
테러리스트들이 요직에 있는 甲의 딸을 납치한다. 그리고 甲에게 협박전화를 건
다. “24시간 내에 A건물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딸아이를 
죽이겠다.” 甲은 고민에 빠진다.

1. 甲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A건물을 폭파할 것을 명령했다.

2. 그래서 딸은 살리지만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다.

그렇다면, 甲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폭발물사용죄의 공범이 될 것인가? 甲에게 
과연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당시 경찰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가정하자.

구성요건해당성
일단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법 “위반(offense) 행위”다.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
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법성
나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조각사유
(justification)도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

1. 긴급피난이 되려면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
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긴급피난이다. 2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1명을 다치게 하는 것도 긴급피
난이다.

본래 위법성이 깨지는 이론적 근거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손해(loss)보다 이익
(profit)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자.

2. 딸 1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을 죽게 하는 것을 긴급피난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의 행위를 위법(illegal)한 행위, “나쁜(wrong) 짓”으로 볼 수 있다.

처벌 여부
그렇다고 해서 甲을 처벌(punish)하는 것이 옳은가? 이 남자가 범죄(crime)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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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상황이 실제로 닥친다면, 누구라도 딸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기 어려
울 것이다. 즉, 적법행위를 하리라 기대할 수가 없다.

2. 그리고 이처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 甲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
유로 비난(blaming)할 수도 없다.

3. 비록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甲을 “못된 놈”이라고 책망할 
수는 없다. 실제로 형법은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례
1. 반국가단체 무장공비에 협조하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 즉, 위법

(illegal) 행위인 것은 맞다.

2. 그러나 그것이 강요된 행위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 범죄가 아니다. 즉, 무죄
(not guilty)다.

69도1976: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노동당에 가입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과 책자 등
을 받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서의 위치 등을 일러주었[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수류탄과 따발총으로 무장한 공비 9명이 말을 안들으면 싹 밀어버린다 하고 산간독
립가옥인 피고인의 집 한 방에다 피고인 등 가족들을 몰아 넣고 위협을 하며 강요를 당
[했다.]

피고인의 공비에 대한 협조행위 등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무죄다.]

소결
1. 위법성까지 인정되는 “나쁜(wrong) 짓”인 것은 맞다.

2. 그러나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못된(blaming) 짓”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
는 경우가 존재한다.

책임 있는 행위의 의미
책임 있는 행위와 책임 없는 행위
1. “나쁜 짓”을 위법한 행위(illegal act)로 부른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

2. 더 나아가 “못된 놈(짓)”을 책임 있는 행위(responsible act)라 부른다. 

즉,

못된 짓(자)임
blaming

책임이 있다
responsibility ○

책임이 없다
responsibility ×

못된 짓(자)이 아님
not bl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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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된 놈”은, 곧 “책임이 있다.”

2. “못된 놈”이 아니면, 곧 “책임이 없다.”

사례의 적용
위 테러리스트 사례에서, 甲은,

1. “위반행위(offense)”를 했다.

2. “나쁜(wrong) 짓”을 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blaming) 놈”은 아니다.

즉,

1.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에 해당하고,

2. 甲의 행위는 위법(illegal)하지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책임은 없다(not responsible).

책임의 정의: 비난가능성
그렇다면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가? 책임(responsibility)이란,

1.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2.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한마디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possibility to blame)이다.

2008헌가16: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고 하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
미[한다.] 

이유 없이
폭행

비난가능성
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비난가능성
없다

강요를 당해
폭행

못된 짓임

못된 짓이
아님

책임주의
책임주의(doctrine of responsibility)는 2가지를 뜻한다.

2008헌가16: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i)] 하나는 ‘책임 없는 형벌 없다’이[다. 그리고 (ii)]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
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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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없으면(비난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8헌가16: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렇]더라
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
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2. 형량도 책임의 대소로(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11헌바2: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
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면 어떤가? 이는]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원칙에 반
한[다.]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
책임조각(negating responsibility): 책임 있다는 추정이 깨지는 것. 예를 들
어, 폭발물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행위라면,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을 깎아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reason for negating responsibility): 책임 추정을 깨는 사유. 
예를 들어,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사유다.

“책임을 깎아내버리는 사유”라는 의미가 있다.

소결
1.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 “형법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

2. “책임조각사유가 없다” = “형법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죄”

범죄체계상 지위 
복습: 범죄심사의 순서
범죄체계를 떠올리자. 범죄성립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무죄다.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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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범죄인가?

범죄!

위법성
판단

책임
판단

구성요건
해당없음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

1.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 심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2. 위법성(illegality) 심사: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
는가? 불법심사라고도 한다.

3. 책임(responsibility) 심사: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가?

따라서 책임 심사는, 범죄성립에 관한 관념상 최후 심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폭행하였는데, 정당방위다. 이 때 어떻게 심사하나?

1. 구성요건 심사: 폭행에 해당(offense)

2. 위법성 심사: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not illegal). 따라서 무죄

3. 책임 심사(?): 그러면, 강요된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책임을 심사하는 건, 범죄체계에 반한다.

범죄 분석에서 가능한 결론
법원이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론은 반드시 다음 4종류 중 하나다.

1. 구성요건해당성이 깨질 경우

2. 위법성이 깨질 경우

3. 책임이 깨질 경우

4. 깨질 것이 없는 경우(=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구성요건해당성이 깨지는 사례:

1. 구성요건 심사: 동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예를 들어, 위법성이 깨지는 사례:

1. 구성요건 심사: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구성요건해당성이 있지만),

2. 위법성 심사: 정당방위였다(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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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책임이 깨지는 사례:

1. 구성요건 심사: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고(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2. 위법성 심사: 위법성도 깨질 것이 없지만(위법성이 있지만),

3. 책임 심사: 강요된 행위였다(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깨질 것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

1. 구성요건 심사: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고(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2. 위법성 심사: 위법성도 깨질 것이 없고(위법성이 있고),

3. 책임 심사: 책임도 깨질 것이 없다(책임도 있다).

책임의 추정
책임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다. 그러므로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그런데, 형법 조항을 봐도,

1. 어떤 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있다”는 식이 아니다.

2. 어떤 사유가 “있다면”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즉,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1. “~이면 처벌한다” 식이 아니다.

2. “~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식이다.

형법은,

1. 적극적으로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

2. 소극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되는 순간, 기본값(default)은 “책임 있음”이다.

위법한
행위

범죄
행위× × × ×

책
임
조
각
사
유
A

책
임
조
각
사
유
B

책
임
조
각
사
유
C

책
임
조
각
사
유
Z...

○ ○ ○ ○
책임 없는 행위(범죄×)

책임을 추정하는 법적 근거
앞서 위법성의 충족으로 책임이 추정(presumption)된다고 했다. 그렇게 추정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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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형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즉, 형법이 책임에 관해 소극적으로 규
정하는 방식(exclusion)을 택했기 때문이다.

위법한
행위

범죄
행위

책임조각사유가
특별히 없다

2.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다면 책임이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2단의 추정(위법성 추정+책임 추정)이 이루어진다.

구성요건
충족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가
특별히 없다

범죄
행위

책임조각사유가
특별히 없다

추정과 증명책임
검사의 증명책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이 검사
에게 있다. 비록 책임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
사가 진다.

민사소송은 다르다. 민사에서는, 법률상 추정이 있으면 증명책임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넘어가기도 한다.

1.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책임 있는 행위로 추
정한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검사
가 증명해야 한다.

2. 피고인이 강요된 행위라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요된 행위인지 검사, 
피고인 어느 쪽 주장에도 확신이 없다면? 불이익이 검사에게 간다. 강요된 행
위라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무죄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012도864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
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
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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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격
“확신 주기”

피고인/변호인의 방어
“의심 주기”

책임○
확신

책임×
확신

책임
의심

방어 실패

방어 성공

공격 성공

공격 실패

소송법적 측면
소송법적 측면(procedural): 무죄추정의 원칙. 책임조각사유 부존재(공소사실 
유죄)에 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

무죄

범죄
행위

위법한
행위

강요행위
인가?

YES

NO
NOT
SURE

무죄 추정

예를 들어, 강요된 행위가 문제될 경우,

1. 피고인이 강요된 행위였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2. 검사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체법적 측면
실체법적 측면(substantive): 책임 추정. 책임조각사유가 없다면, 곧 범죄 행위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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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충족행위

책임 추정

범죄
행위

YES
무죄

강요행위
인가?

예를 들어, 강요된 행위에 관하여,

1.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피고인이 강요된 행위 주장을 하지도 않는다면,

2. 법원이 굳이 강요된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다음은 서로 다르다.

1. 무죄추정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

2. 위법성 추정, 책임 추정에서 말하는 “추정”

즉,

1. 무죄 추정: 그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지우겠다는 뜻이다. 유죄, 무죄 여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2. 위법성 추정, 책임 추정: 그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겠다는 의미가 아니
다. 위법, 적법, 유책, 무책 여부를 여전히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책임(비난가능성)의 본질
문제점
책임을 비난가능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두루뭉술하다.

1. 과연 “무엇이 비난할 만한 행위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행위인가?”

2. 그리고 “책임, 즉 비난가능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랜 기간 형사법학에서 논의를 해 왔다.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충분하다.

책임(비난가능성)의 3요소
책임(responsibility)이란, 비난가능성(possibility to blame)이다. 이것은 다
음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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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1. 책임능력(criminal competency)

2. 위법성의 인식(consciousness of illegality)

3. 기대가능성(possibility to expectation)

삼척동자가 3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알듯, 법학도는 책임 3요소 책임능력, 위법
성인식, 기대가능성을 알아야 한다. 이 3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깨서 읊을 수 있
을 정도로 입에 붙게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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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3요소 개관
Overview�of�Three�Elements�of�Criminal�Responsibility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들 3요소 중 �

하나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소화의 원리이다. - 안전보건공단

책임능력
개념
책임능력(criminal competency): 행위자가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사례
12세의 아동이 사람을 때려도 형법상 무죄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이것은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물론, 소년원(juvenile reformatory) 등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유죄도 아니고,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매우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행위는 형법상 무죄일 수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이것도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물론, 치료감호(medical treatment and custody)를 받을 수는 있다. 하
지만 그 경우에도 유죄가 아니고, 형벌도 아니다.

책임능력을 이루는 요소
1. 통찰능력(discernment)

2. 조종능력(controllability)

통찰능력
행위자가 “법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1. 매우 심각한 정도의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2. 통찰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

조종능력
그 통찰에 따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1.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인식하지만 도저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2. 조종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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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책임능력: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 

2. 책임능력 없는 사람: 비난가능성 없음

즉, 책임능력 없으면 책임이 깨진다.

위법성 인식
개념
위법성 인식(consciousness of illegality):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는 것

사례
甲은 변호사에게 자기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받
았다. 甲은 변호사를 믿고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변호사가 착각했
고, 甲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 때 甲은 무죄로 될 수 있다.

1.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2. 사유도 정당(reasonable)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
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자체와 위법성 인식의 구별
1.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것인가”는 위법성의 문제다.

2.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consciousness)했는가”는 위법성 인식 
문제다. 즉, 책임 문제다.

소결
1. 위법성 인식: 공동사회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

2. 위법성 인식이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비난가능성 없음

즉,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이 깨진다.

기대가능성
개념
기대가능성(expectation to legal act; expectation possibility):

1. 행위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2.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것을,

3.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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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요된 행위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무죄다. 그 이유는, 기대가능성이 없
어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
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결
1. 기대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2.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비난가능성 없음 

즉, 기대가능성 없으면 책임이 깨진다.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일정요건 아래) 기대가능성×

비난가능성×

책임요소의 축
복습: 책임요소와 효과
1. 책임능력 없으면 책임이 깨진다.

2.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이 깨진다.

3. 기대가능성 없으면 책임이 깨진다.

개요
위 3가지의 책임 요소(비난가능성 요소)는 다음 2가지를 축으로 한다.

1. 위법성(illegality)

2. 행위자(performer)

책임능력
1.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2. 행위자의 능력

위법성 인식
1. 위법한 행위라는,

2. 행위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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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1.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2. 행위자의 가능성

소결

인식하는 것

위법성인식

하지 않을 기대

기대가능성

하지 않을 능력

책임능력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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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Criminal�Competency

모든 인간은 원본입니다. 자신을 톱니바퀴 같은 복제품이 아닌 우주에 단 하나뿐인�
원본임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라는 원본의 아우라 중 하나가 바로 피할 수 없는 �

책임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 김대식, “인간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머리에
복습: 책임능력의 개념
책임능력(criminal competency)이란,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능력에 관한 형법의 규정 방식
1.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거나 빈약한 사람에 관해 따로 정한다.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한다.

2.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형법 규정은 이 점
을 전제한다.

형법이 정한 책임능력 없거나 빈약한 경우
1. 형사미성년자(criminal minor)

2. 심신장애인(person with mental disorders)

3. 농아자(deaf-mute)

형사미성년자
개념
형사미성년자(criminal minor):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juvenile)
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가 기준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기준이다. 
즉,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한다.

법에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1. 형사미성년자는 위법행위를 해도,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이 없다.

2.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무죄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13세의 甲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물론, 甲이 조숙하여 실제로는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을 모두 갖추었을 수도 있
다. 나쁜 짓인 걸 다 알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법원이 14세 미
만자의 책임능력 여부를 판단해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라 하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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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효율적으로 법원의 심리 부담이 커져, 소송이 지연된다.

2. 검사, 피고인 모두 책임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 누
구는 책임능력 있고, 누구는 책임능력 없다고 하면, 국민들도 그 기준 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3. 자라나는 소년들에 전과가 생겨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형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책임능력(=통
찰능력+조종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렇다면, 14세 미만의 자가 살인,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1. 14세 미만이라도,

2. 10세 이상이면,

3.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juvenile offender)이 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protective disposition)을 받을 수 있다. 즉, 
비록 무죄라도, 소년원에는 갈 수 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러나 소년원에 보내는 것은, 유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다.

의의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1. 행위 당시의

2. 연령(age)이라는

3. 자연적(natural)이고

4. 획일적(uniformly)인 기준으로,

5. 행위자의 실제 책임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6.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deem)하여,

7. 책임을 조각(negating responsibility)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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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
개념
정신질환 등으로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심신장애(mental 
disorder)라고 한다. 심신장애 상태인 사람을 심신장애인이라 한다. 쉽게 말해, 
미친 사람이다.

심신(心身)이 아니라 심신(心神)이다. 신체가 아니라 정신상태를 말한다. 예전에
는 “자(者; 놈 자)”를 써 “심신장애자”라 했다. 그러다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4년 형법 개정으로 “인(人; 사람 인)”을 써 “심신장애인”
으로 순화했다. 법적으로 차이는 없다.

1. 변별력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변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의사능력이란 그렇게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을 말한다.

종류
심신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로 나눌 수 있다.

1. 심신상실자(insanity): 변별력,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른 사람. 쉽게 말
해, 완전히 미친 사람.

2. 심신미약자(diminished): 변별력, 의사능력이 감퇴해 미약한 사람. 쉽게 말
해, 조금 미친 사람.

83도3007: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i]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ii]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
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
을 뿐[이다.] [i]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ii]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
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자의 처벌
1.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2. 무죄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처벌
1.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이 있다. 보통 사람들보다 미약할 뿐이다.

2. 유죄다. 그렇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
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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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심신상실자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91도636: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
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2. 심신미약자로 책임능력이 감퇴하면, 유죄지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83도3007: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
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한 상태
에서] 불과 6일간에 여덟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무죄 또는 형 감경의 근거
심신장애로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1.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변별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인
식과 의사는 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순간에도, 살인
의 고의(mens rea)는 분명 있다.

싸이코패스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인식하며, “내가 사람을 죽여야겠
다”는 의사를 가진다. 단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통제를 못할 뿐이다.

살인고의○

책임능력×

범죄실행행위

2. 고의, 과실은 이미 구성요건(constituent requirements) 단계에서 다 검
토되어 있다. 지금은 위법성까지 거쳐 책임을 심사하고 있다.

책임 검토는 구성요건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책임이 없다 해서, 이미 검
토한 구성요건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범죄체계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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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다. 따라서 살
인의 불법(위법)은 그대로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 왜 무죄가 되거나 형을 감경받
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병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일반인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와는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거나 더 낮다. 

2. 바로 이 비난가능성, 즉 책임(responsibility)의 법리 때문에 무죄로 보거나 
형을 감경한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심신장애인이 처벌을 안 받거나, 형을 감경받는다면, 그들이 살인, 폭행, 강간 등
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역시 법은 대책을 마련
해 두었다. 예를 들어, 무죄라도 치료감호소에는 갈 수 있다.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
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
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치료감호법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의의
심신장애인 제도는,

1. 행위 당시의

2.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라는

3. 법적(legal)이고

4. 개별적(individual)인 기준으로,

5. 행위자의 실제 책임능력 여부를,

6. 책임능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judging)하여,

7. 책임을 조각(negating responsibility)하기도 하고 감경(reducing 
responsibility)하기도 하는 것.

농아자
개념
농아자(deaf-mute): 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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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의 처벌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를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왜 농아자는 농아“인”이 아니라 농아“자”인가? 명칭 개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찾
기 힘들다.

정리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

기준 연령에 좌우 규범적 판단 필요 신체적 상태에 좌우됨

획일성 획일적 기준 개별적 기준 획일적 기준

효과 책임조각(필수) 책임조각(필수) or 책임감경(임의) 책임감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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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
Conscious�of�Illegality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라틴 법언

머리에
공부한 것
지금까지 책임의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로 “책임능력”을 보았다. 

공부할 것
두 번째로 위법성의 인식(conscious of illegality)을 살펴본다.

개념
위법성 인식의 개념
위법성 인식: 위법한 행위(나쁜 짓)임을 스스로 아는 것. 풀어 말하면, 

1. 행위자가,

2. “자신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3. 인식하는 것.

위법성을 인식한 경우
1. 법을 아는데도 불법을 저질렀으니, 못된(blaming) 놈이다.

2. 즉, 위법성 인식을 했다면, 책임이 깨지지 않는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1. 법을 몰라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무조건 못된(blaming) 놈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2. 즉,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깨질 수도 있다.

소결

위법한 행위

책임
○

책임
○ or ×

위법성
인식○

위법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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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지위
위법성 자체 
위법성(illegality) 문제다. 나쁜(wrong) 짓인가?

위법성 인식
책임(responsible) 문제다. 못된(blaming) 놈인가?

법률의 착오
복습: 법률의 착오 개념
행위자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즉 
“허용된다”고 착각한 것이다.

금지된다

허용된다.

객관적 실제 법 주관적 인식 법

1. 행위자의 생각: “이 행위는 허용된다. 즉, 위법하지 않다.”

2. 실제 현실: “이 행위는 금지된다. 즉, 위법하다.”

“금지되는지 몰랐다”는 의미에서 금지착오라 부른다. 또는 “법을 몰랐다”는 의미
에서 법률의 착오(mistake of law)라 부른다.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란, 한 마디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황이다.

효과
금지착오 상황이라면(=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1. 책임이 깨져 무죄가 될 수도 있다.

2.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어 유죄일 수도 있다.

착오의 개념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현실이 다를 때 “착오(mistake)”가 있었다고 한다.

1.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면, “사실의 착오(mistake of fact)”다. 구성요건
론에서 이미 보았다.

2. 법률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면, “법률의 착오(mistake of law)”다. 책임론에
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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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사실의 착오 사례
1. 형법 제13조 사례: 사냥꾼이 야생동물인줄 알고 총을 쐈는데 등산객이 맞고 

죽었다. 이 경우, 살인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형법 제15조 제1항 사례: 친구를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이 
아버지다. 이 경우, 존속살해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
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3. 형법 제15조 제2항 사례: 경미하게 때렸는데 의외로 사람이 죽었다. 이 경우, 
폭행치사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개념 사실 인식에 착오 위법성 인식에 착오

본질 상황 인식에 착오 행위의 평가에 착오

사례 “이것이 남의 물건인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가?”

범죄체계 구성요건 심사 단계 책임 심사 단계

규율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16조

처벌 (발생한 결과로) 처벌하지 않음 처벌할 수도, 않을 수도 있음

법률의 착오의 종류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는 2가지로 나뉜다. 

위법한 행위

법률의 착오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정당한
법률의 착오

위법성
인식×

정당성○

정당성×

1.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reasonable mistake): “(정당한) 법률의 착오”라고 
부른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착오(unreasonable mistake): “(단순한) 법률의 부지”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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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의 부지
사례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조각될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1. “복수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줄 알았다.”

2. “난 음주운전이 범죄인지는 몰랐다.”

3. “불법노점상 아주머니 물건은 부숴도 되는 줄 알았다.”

4. “때리지만 않으면 강간이 안 되는 줄로 알았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부지(ignorance of the law)를 내세워 변명하는 모든 사
람을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가? 과연 비난가능성이 없을까?

처벌 여부
사례에서 행위자들은 착오를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착오에 불과하다.

1. 그들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어야 한다.

2.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행위자 자기 탓입니다. 즉,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라 
비난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못된 짓”이고, 유죄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Error juris nocet; Unwissenheit schützt 
vor Strafe nicht; Not knowing the law is harmful). 

회피가능성
1. 행위자가 위법성을 실제로 인식하진 않았지만,

2.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처벌한다. 위법성 인식가능성을 회피가
능성(possibility to avoid)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착오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정당한
법률의 착오정당성○

=위법성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

정당성×
=위법성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

소결
금지착오 사안에서, 회피가능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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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unreasonable mistake).

2. 그렇다면 비난가능성이 있다. 책임이 인정된다.

3.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유죄(guilty)다.

회피가능성 용어 문제
책임론에서 말하는 “회피가능성”은, 구성요건론에서 본 “회피가능성”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1. 구성요건론에서 “회피가능성”: 과실범(negligence criminal)에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구성요건론에서 말하는 회피가능성이다.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차량관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범
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책임론에서 “회피가능성”: 고의범(crime with mens rea)에서, 사람을 죽
여도 되는가에 관한 법률의 착오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론에서 말하는 
회피가능성이다.

정당한 법률의 착오
사례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 변호사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받았다. 
그러고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라 한다.

74도3680: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
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
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
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한 행위라 한다.

95도717: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
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 판매하였[다.] ...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감삼십전대보초는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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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
려줬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허가 없이 영업했다.

94도1814: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했다. 그런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과연 “못된 짓(놈)”이라 비난할 수 있는가?

처벌 여부
위 사례들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그들 탓이 아니다.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똑같이 법률의 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2. 이처럼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 비록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못된 놈(짓)”은 아니다.

3. 정당한 법률의 착오는 용서한다. 무죄(not guilty)다.

74도3680: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더라도] 이를 벌할 수 없[다.]

95도717: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 피고인을 약사법위반으
로 처벌할 수는 없[다.]

94도1814: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소결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다면, 처벌
하지 않는다. 즉, 금지착오 사안에서,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1.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reasonable mistake).

2. 그렇다면 비난가능성이 없다. 책임이 깨진다.

3.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서, 무죄(not guilty)다.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정당한 “법률의 착오”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
머리에
법률의 착오로 책임을 깨기 위해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

형법 제16조의 규정내용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
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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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인의 적극성: 원래는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는 특수한
(special) 상황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했을 것

2. 허용의 근거: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by the law)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
했을 것

3. 오인의 정당성: 그 오인에는 정당한(reasonable) 이유가 있을 것

3가지 요건은 궁극적으로는 오인의 정당성으로 통한다.

형법 제16조의 취지
1.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정당한 법률의 착오”다.

2005도4592: 형법 제16조에서 ...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i]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ii] 법
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iii]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다.

92도245: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의 착오
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 여부는 회피가능성(possibility to avoid)으로 판단한다.

1. 행위상황을 인식했고, 불법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라도 들었다면,

2. 회피가능성은 있었다고 본다.

2005도3717: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즉,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형법 제16조 적용의 효과
1.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면 책임이 조각된다.

2.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 즉, 범죄체계상 책임조각사
유로 보아야 한다.



387제4강  책임론

정리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문제)
만약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하여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다”라 착
각한다면?

1. 구성요건 해당성 인식이 없다.

2.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구성요건 해당성 인식이 곧 고의(mens rea)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다. 
고의가 없으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3. 결국 절도죄는 무죄다.

형법 제13조(범의[→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의 착오(책임 문제)
만약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허용된다”라 착각한다면?

1. 위법성 인식이 없다.

2.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없다.

3.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죄는 무죄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
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사례 “이것이 남의 물건인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가?”

착오 대상 구성요건 요소 위법성

착오 의미 구성요건 인식의 착오 위법성 인식의 착오

범죄체계 구성요건 심사 단계 책임 심사 단계

규율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16조

요건 정당한 이유 필요 없음 정당한 이유 필요

효과 (무조건) 고의 조각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처벌 (무조건) 무죄 (단, 과실범 여지 ○)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죄

법률의 착오 정리
법률의 착오란,

1.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다.

2. 정당한 이유 있을 때,

3.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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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Expectation�to�Legal�Act

난 그저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입니다. 나의 조카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
우리는 굶주려 있었고요. - Victor Hugo, “Les Misérables”

머리에
공부한 것
지금까지 책임의 3가지 요소 중 책임능력, 위법성 인식을 보았다. 

공부할 것
기대가능성을 살펴본다.

기대가능성의 의의
사례
책임능력도 있고, 위법성 인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1. 테러리스트 사례에서처럼 강요된 행위가 있다.

2.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경우도 그렇다. 

개념
기대가능성(expectation to legal act; expectation possibility)이란,

1. 행위시의

2.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3. 적법행위를 할 것을

4.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분석
위 사례들에서 행위자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즉, 이들은 모두,

1. 미성년자도 아니다(책임능력 ○).

2. 자기도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위법성 인식 ○).

3. 다만, 적법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기대가능성 ×).

효과
1.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 책임이 깨져, 무죄(not guilty)로 될 수 있다.

2. 기대가능성 낮은 행위: 책임이 감경돼 형이 감경(reduction)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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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행위를 형법이 직접 정해 

두기도 한다.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더라도,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라면 해석
(interpretation)을 통해 처벌하지 않기도 한다.

소결
명문 규정이 있는 것들부터 본다. 예를 들어,

1. 친족의 증거인멸

2. 과잉방위

친족의 증거인멸
문제상황
A가 살인혐의로 구속되자, 甲이 그 살해도구인 칼을 없앴다. 

1. 원래는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A]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살해도구인 칼]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甲]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런데, 여기서 만약 甲이 A의 어머니였다면 어떨까?

기대가능성이 없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감싸지 않겠는가?

1. 물론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행위다. 

2.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그걸 기대할 수 없다.

3. 설령 甲이 증거인멸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형법조항
따라서 형법은 특칙을 두어서, 甲을 처벌하지 않는다. 책임이 깨져 무죄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 친족[甲]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A]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복습: 정당방위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를 두고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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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의 개념
그런데 정당방위처럼 방위행위이긴 하지만,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과잉
방위라 한다. 즉,

1. 방위행위 중 상당성이 있는 것 → 정당방위(self-defense),

2. 방위행위 중 상당성이 없는 것 → 과잉방위(excessive self-defense)

주의: 애당초 “방위행위”가 아니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다.

과잉방위의 불법성
과잉방위는 상당성(social properness)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성을 깰 수 없다. 즉,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1. 일단 구성요건해당성은 물론,

2. 위법성까지는 “그대로” 인정된다.

상당성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이다. 즉, 상당성 없으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과잉방위의 종류와 처벌
과잉방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

1. 형벌감면적(mitigative) 과잉방위: 일반적인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과잉방위)]에는 정황에 의
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불가벌적(exemptive) 과잉방위: 불안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
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의
어느 경우든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형을 감경, 면제받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기대가능성(expectation to legal act) 법리 때문이다. 

따라서 과잉방위“라도” 인정받는 것은 어쨌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이다.

1. 형벌감면적 과잉방위: 상대방의 공격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적법행위의 기
대가능성이 “적다.” 공격에 대응해 방어를 한 이상, 내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적다. 

2. 불가벌적 과잉방위: 과잉방위가 야간 등 불안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것
이었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아예 “없다.” 즉, 비난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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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애당초 “방위행위”로조차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다. 그
저 그대로 처벌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내 뺨을 때리니까 화가 나서 때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이런 것은 애당초 “방위행위”가 아니다.

1. 정당방위도 아니다. 

2. 과잉방위도 아니다.

3. 그냥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대로 처벌한다.

복습: 애당초 “방위행위”가 아니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다.

2001도1089: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
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 피고인[의] 
...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
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즉,]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위행위

방위 아닌
행위

과잉방위

정당방위방위의사○

방위의사×

상당성×

상당성○

불안상태 공포 등×

불안상태 공포 등○

유죄 &
그대로 처벌

유죄 &
형 감면 가능

무죄

형벌감면적
과잉방위

불가벌적
과잉방위

유리

불리

사례
1. 형벌감면적 과잉방위 사례

91도8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즉,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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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
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아니고 형벌감면적 과잉방위다.]

2. 불가벌적 과잉방위 사례

73도2380: 피고인[A]이 1969. 8. 30. 22:40경 그의 처 공소외 1(31세)과 함께 극장구
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생긴 일이다.] 피해자(19세)[K]가 피고인[A]의 질녀 공소
외 2(14세) 등의 소녀들에게(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A]이 [피해자K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도리어 [피
해자K가] 피고인[A]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왔다.] 피고인[A]이 피
하자, 위 피해자[K]는 피고인[A]의 처 공소외 1을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했
다.] 피고인[A]이 다시 제지하였지만 [피해자K가] 듣지 아니하고 돌[로] 위 공소외 1을 
때리려[고 했다. 그] 순간 피고인[A]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농구화 신은 발로서 
위 피해자[K]의 복부를 한차례 [찼다. 그 결과 피고인A는] 그 사람[피해자K]으로 하여
금 외상성 12지장 천공상을 입게하여 동년 10.13. 06:25경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A]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
의 이른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A]의 이 행위는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위 피해자[K]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우연방위
정당방위, 과잉방위는 상당성을 기준으로 나눈다.

1. 정당방위 = 방위행위 중 상당성○

2. 과잉방위 = 방위행위 중 상당성×

정당방위, 오상방위, 우연방위는 정당화요소를 기준으로 나눈다.

1. 정당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2. 오상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3. 우연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소결

정당방위 불가벌적
과잉방위

형벌감면적
과잉방위 방위 아닌 행위

방위의사 ○ ○ ○ ×

상당성 ○ × ×

공포 등 ○ ×

근거규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1조 제2항 해당 없음

효과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책임 감경 범죄 성립

처벌 무죄 무죄 유죄
(형감경, 형면제) 유죄(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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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
로�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
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
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
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
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
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
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
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과잉피난
과잉피난의 개념
1. 피난행위 중 상당성이 있으면: 긴급피난(necessity)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피난행위 중 상당성이 없으면: 과잉피난(excessive necessity)

과잉피난의 종류와 처벌
1. 형벌감면적 과잉피난: 일반적인 과잉피난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2. 불가벌적 과잉피난: 불안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피난은 처벌하지 않
는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③ 전조 제2항[형벌감면적 과잉방위]과 제3항[불가벌적 과잉방
위]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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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피난 역시 기대가능성(expectatioin to legal act)이 적거나 없다. 따라서 
비난가능성(책임)이 적거나 없다. 그래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피난행위

피난 아닌
행위

과잉피난

긴급피난피난의사○

피난의사×

상당성×

상당성○

불안상태 공포 등×

불안상태 공포 등○

유죄 &
그대로 처벌

유죄 &
형 감면 가능

무죄

형벌감면적
과잉피난

불가벌적
과잉피난

유리

불리

긴급피난,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
긴급피난, 과잉피난은 상당성을 기준으로 나눈다.

1. 긴급피난 = 피난행위 중 상당성○

2. 과잉피난 = 피난행위 중 상당성×

긴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은 정당화요소를 기준으로 나눈다.

1. 긴급피난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2. 오상피난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3. 우연피난 = 주관적 정당화요소× but 객관적 정당화상황○

소결

긴급피난 불가벌적
과잉피난

형벌감면적
과잉피난 피난 아닌 행위

피난의사 ○ ○ ○ ×

상당성 ○ × ×

공포 등 ○ ×

근거규정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해당 없음

효과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책임 감경 범죄 성립

처벌 무죄 무죄 유죄
(형감경, 형면제) 유죄(그대로)



395제4강  책임론

강요된 행위
의의
강요된 행위(duress; action compelled) 개념은,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1.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 비난가능성(책임)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 취지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요건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83도2276: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
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 협박

83도2276: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
는 협박을 말[한다.]

3. 강요

83도2276: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초한 강요상태
비록 행위 당시 강요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강요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경우라
면, 처벌을 해야 한다.

1. 전체적으로 보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2. 비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요상태 원인제공(in cause)이 자유 의지(free will)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actually), “강요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나중에 배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와 서로 통합니다.

72도2585: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다. 그러]므로 강요
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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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한계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중 형법 제12조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괴한들이 A를 인질로 잡은 후, A와 평생지기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도
둑질을 시킨다고 한다. B는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 B가 경찰도 부를 수 없
는 상황이었다.

1. A와 B는 “친족(biological relative)”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12
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하지만 비난가능성이 없어 B를 무죄로 해야 맞다.

3. 실정법상으로는 무죄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죄라 할 수 있는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개념
실정법에 명시규정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 사정에 비추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깨기도 한다. 

1. 초법규적 책임조각(supralegal negating responsibility): 실정법에 책임
조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깨는 경우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이 때의 책임조각사유

사례
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해답
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답안을 작성, 제출했다.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시규정은 없다.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법하다.

3. 그러나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비난가능성이 없다. 즉,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죄다.

65도1164: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
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
[다.]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
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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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1. 실정법이 기대가능성 없는 모든 사유를 입법화할 수 없다.

2.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면,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도 해석(interpretation)으로 책임을 조각하는 것이 옳다.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문제점
그렇다면, 기대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1. 도둑질을 해 놓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2. 강간을 해 놓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야만 하나? 아까 회피가능성에서 논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

법학의 주요 목적은 문제 해결(solution)을 위한 기준(yardstick)을 제시하는 
것이다.

변수
1. 어떤 상황(circumstance) 하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중요하다.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상태였는
지 등이 있겠다.

2. 기대가능성을 누구의 관점(viewpoint)에서 판단하는지도 중요하다.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있고, 한국인도 미국인도 있고,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1. 상황: 행위가 있던 바로 그 구체적 상황(specific circumstances)을 기준

으로 본다.

2. 관점: 행위자 기준이 아니다. 관점은 사회적 평균인(average man in 
community)을 기준으로 본다.

2004도2965전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
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
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실현
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반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원
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법행위로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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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
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
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
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
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⑤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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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Action�Free�in�its�Cause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 조두순

문제점
공부한 것
지금까지 책임조각 또는 감경사유로 심신장애를 공부했다. 

의문점
그런데 잠깐, 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1.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술을 엄청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했다.

2.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그러면 무죄로 되거나 적어도 형을 감경받는가?

논의 주소
책임요소 중 책임능력, 그중에서도 심신장애인에 관한 것이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개념
1. 행위 당시 심신장애였던 것은 맞다. 

2. 그러나 애당초 심신장애에 빠진 원인(음주 등)은 누구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자유 의지(free will)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 action free in its cause)”라 한다. 

많은 문헌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에 있어서”는 
“~にあって” 또는 “~に於て(~において)”를 우리말로 옮긴 일제강점기의 글버릇
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비문이다.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서 자유
로운 행위” 정도로 쓰면 충분하다.

용어와 표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1. 원인행위(음주)는 자유롭지만,

2. 실행행위(살해)는 자유롭지 못하다.

즉,

1. 원인행위(음주)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2. 실행행위(살해)는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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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면?

1. 심신장애가 있어도 그로 인한 처벌면제나 감경을 할 수 없다. 

2. 쉽게 말해, 그대로 유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일부러 대마초를 피우고 살인했다면? 

1.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면제나 감경을 할 수 없다.

2. 쉽게 말해, 그대로 살인죄로 처벌한다.

96도857: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죄로 만들기 때문에 잘못됐다”라
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셈이다.

적용범위
개요
1. 고의범(예: 절도, 살인, 강간)이든,

2. 과실범(예: 과실치상)이든,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다.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 술을 먹고 사람을 찔러 죽인 경우,

2. 고의범인 살인죄로 처벌한다.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 술을 먹고 길을 걷다 실수로 사람을 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2. 과실범인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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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는 상관이 없다.

92도999: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의
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까
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처벌의 근거
분석
1. 행위 당시만 뚝 떼어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책임이 

감경되어 있다.

책임능력×/△

범죄실행행위
(살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책임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본다. 감경 등 없이 
그대로 처벌한다.

책임능력×/△위험예견

원인설정행위
(음주)

범죄실행행위
(살인)

관련성

책임능력○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설정(음주)과 실행행위(살인)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relevanc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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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설정(음주)은 행위자의 자의로(of his will) 이루어졌다. 그러으므로, 행
위자를 비난할 수 있다.

3. 이런 경우를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과 모방범죄의 출현을 막을 근거가 없다.

요건 판단 시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실행행위시 기준
행위자에게 실제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행위란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할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시는 다음
과 같다.

1.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찌른 때

2. 과실치상죄의 경우: 사람을 친 때

예를 들어, 음주 뺑소니 사안에서, 음주 자체를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사
고 및 도주시가 행위시다. 따라서 고의, 과실이 있는지도,

1. 음주시가 아니라, 

2.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요소다. 고의, 과실의 판단
도 구성요건적 행위시(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위험발생을 예견했는지 여부: 원인행위시 기준
위험발생의 예견이란, 무엇인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인식
(psychological awareness)이다. 그 예견 시점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다. 
조문상 명확하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음주 뺑소니 사안에서, 위험발생을 예견했는지는, 

1.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가 아니라,

2. 술을 마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인설정행위
(음주)

범죄실행행위
(사고, 도주)

위험발생예견
여부 판단

고의, 과실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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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례
문제상황
어떤 사람이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해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
망갔다.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례다.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관련 구성요건
1. 일정량 이상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참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무
죄다. 물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아예 없
을 수는 없다.

2.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까지 쳤다면? 특정범죄
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
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그 구성요건은, 운전 과실(culpla; criminal 
negligence)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고의(mens rea; criminal intent)로 
도주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
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
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의의 편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
상)죄는 논외로 한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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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심사: 고의, 과실?
고의, 과실 판단은 실행행위(교통사고와 도주)시가 기준이다.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구성요건적 상황): 당연히 인정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과실): 운전하다 사람을 친 것은 과실이다. 그 다
음에 구조 없이 도망간 것은 고의다. 고의, 과실 모두 인정된다.

뺑소니 당시 이 사람은 심신장애 상태였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고
의, 과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살인을 한 정신병자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술을 마셨다고 
고의,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구성요건 심사(constituent requirements test) 결과,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위법성 심사
위법성은 추정된다. 위법성조각사유가 딱히 없다.

책임 심사: 심신장애인?
책임을 심사(responsibility test)할 차례다.

1. 원래대로라면, 행위(충격과 도주) 당시 심신장애 상태다. 그러면 무죄(심신상
실 경우)라고 보거나, 적어도 형을 감경(심신미약 경우)할 수 있을 것 같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은 스스로 술을 마셨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처
벌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복: 위험발생의 예견은 원인설정(음주)시가 기준이다.

3. 따라서 결국 책임 심사 결과 책임도 인정된다.

사안의 해결
교통사고 자체와 사고 후 도주 모두에 관해,

1.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2. 위법성이 깨지지 않고,

3. 책임이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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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가 그대로 성립한다. 형을 감경하지 않
는다.

92도999: 형법 제10조 제3항은 ...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
[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법조항[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
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연습문제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
를 찾고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
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
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
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
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
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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