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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전개

－벨링(Ernst Beling)과 그 이전의 구성요건이론을 중심으로－

42)

강수경*

[국문 요약]

형법이론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의 역사를 거론하면 대개 벨링을 떠올리게 된다. 벨링은 현

재 지배적인 견해인 3단계 범죄체계에서의 토대에서 자신의 구성요건이론을 펼친 것으로 소개

된다. 하지만 벨링 이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단지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클라인(Klein)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정도만 다루어질 뿐이다.

구성요건개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중세 이탈리아에 도달하게 된다. 그곳에서 

‘constare de delicto’ 이론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중세 규문주의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시간이 흘러 ‘corpus delicti’ 이론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 의미 역시 규문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현대의 구성요건개념에 상응하는 표현은 모두 형사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

다. 18세기 독일에서 이러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실질적 의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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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유개념(類槪念)의 형태로 구성요건(Tatbestand)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렇게 

전개된 구성요건이론은 벨링에 의해서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벨링은 구성요건을 범죄

유형으로 정리하면서, 그 성격은 순수하게 기술적이라고 한다. 아울러 범죄체계의 1단계로

서 위법성판단에 선행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주제어] constare de delicto, corpus delicti, 규문주의, 구성요건의 역사, 클라인, 

벨링

Ⅰ. 들어가며

현재 형법이론은 주로 불법과 책임의 구별을 전제로 구성요건－위법성－

책임이라는 3단계 범죄체계의 토대에서 전개된다.1)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

성’은 범죄체계 1단계로서 자연스럽게 형법이론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

러한 기본적 구조의 현대 구성요건이론은 독일의 법학자 벨링(Ernst Beling)

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다.2) 그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구성요건(Tatbestand)

을 가치관련성이 배제된 범죄유형의 윤곽(Umriss des Verbrechenstypus)으

로 이해한다.3) 그러한 구성요건개념을 통해서 벨링은 구성요건이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아울러 법치국가의 잠재성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4)

1) Beling-Liszt의 고전적 범죄론에 따르면 3단계 범죄체계를 전제로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요소가, 위

법성에는 규범적 요소가 그리고 책임에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에서 신칸

트학파의 영향으로부터 메츠거(Edmund Mezger)는 주관적 불법요소를 그리고 마이어(Max Ernst 

Mayer)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구성요건의 주관적 측면이 인정된

다. 이후 목적주의(Finalismus)를 기반으로 인적 불법론을 주장한 벨첼(Hans Welzel)은 행위반가치

를 강조하여 고의 및 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불법의 주관화를, 그리고 책임을 

객체의 평가(Wertung des Objekts)로 이해함으로써 책임의 규범화를 형법이론에 안착시킨다. 이러

한 학설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문채규․강수경, ｢불법과 책임의 구별 그리고 규범이론－독일의 논

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1~58면 참

조. 하지만 이 논문 59면 이하에서는 규범이론을 근거로 상이한 관점이 제시된다.

2) 벨링의 구성요건이론에 대해서는 아래 Ⅳ. 참조. 당시 리스트(Franz von Liszt)는 행위를, 메르켈

(Adolf Merkel)은 책임을, 그리고 빈딩(Karl Binding)은 위법성을 각자의 형법이론에서 전면에 위

치시킨다.

3) Ernst Beling, Die Lehre vom Verbrechen (Tübingen : J.C.B. Mohr (Paul Siebeck), 1906), S. 21, 

110, 146. 이것은 리스트의 견해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는 범죄를 위법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행위의 네 가지 표지들로 설명한다. 이 네 표지들로부터 범죄의 구성요

건은 이루어진다(von Liszt, Franz,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0. Auflage (Berlin : J. 

Guttentag, 1900), S. 9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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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성요건이라는 개념 자체는 벨링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다. 벨링 

이전 이미 독일에서는 클라인(Ernst Ferdinand Klein)이 자신의 저서 ‘일반적

인 독일 및 프로이센 형법의 원칙(Grundsätze des gemeinen deutschen und 

preussischen peinlichen Rechts)’5)에서 최초로 그 표현을 적용한 것으로 알

려진다. 그렇다고 해서 구성요건의 의미를 클라인이 처음으로 창안해 낸 것

도 아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현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corpus delicti’ 이론이다.6) 또한 시간적으로 그에 앞서

는 형상으로 ‘constare de delicto’ 이론을 들 수 있다.7)

이런 연유로 구성요건개념의 발생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 

시절에는 현대의 형사소송법에서 지양되는 규문절차(Inquisitionsprozess)가 

지배적이었다. 형법이론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의 뿌리를 

중세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형법학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구성요건의 유래에 

대한 의문을 통해서 그 개념의 근원과 전개양상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의 형법이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시되기 

보다는, 실체법적 구성요건개념의 등장 이전부터 벨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적인 전개에 대한 고찰이 중심을 이룬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중세시대의 

corpus delicti 이론을 살펴보고(Ⅱ.), 이어서 19세기 벨링 이전의 구성요건이

론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Ⅲ.). 이에 덧붙여 벨링의 구성요건이론 역시 개관

해 보고자 한다(Ⅳ.).

4) Kai Ambos, “100 Jahre Belings „Lehre vom Verbrechen“ : Renaissance des kausalen Verbrechensbegriffs 

auf internationaler Ebene?”, ZIS 2006. S. 464.

5) Ernst Ferdinand Klein, Grundsätze des gemeinen deutschen und preussischen peinlichen Rechts 

(Halle : Hemmerde und Schwetschke, 1796).

6) corpus delicti를 박상기, �독일형법사� (한국학술정보(주), 2002), 160면에서는 罪體로 번역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7) 이상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의 구성요건이론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형상

은 ‘constare de delicto’ 이론, 두 번째는 ‘corpus delicti’ 이론, 세 번째는 추상적 형상으로 일반적 

구성요건이론(여기에서 구성요건은 모든 범죄표지의 총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링의 유형이론

이다(Karl Alfred Hall, Die Lehre vom corpus delicti. Eine dogmatische Quellenexegese zur Theorie 

des gemeinen deutschen Inquisitionsprozesses (Stuttgart : W. Kohlhammer, 1933), Vorwort, S.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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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orpus delicti 이론(Die Lehre vom corpus delicti)

1. 규문절차와 constare de delicto 이론(Die Lehre vom constare 

de delicto)

♣특별규문(Spezialinquisition) 띄어쓰기 주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개념은 최초 중세시대의 규문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규문절차는 일반규문(Generalinquisition)과 특별규문(Spezialin 

quisition)으로 구분되는데, 규문재판관은 일반규문절차에서 주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정하고, 이후 특정행위자에 대한 특별규문절차를 진행

한다.8) 이러한 규문절차에서는 ‘ut ante omnia constare debeat de delicto’라

는 일반원칙 적용되는데,9) 이는 “무엇보다 범죄의 야기자(Urheber)로서 누

군가에게 특별규문이 선고될 수 있기 전에 사실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여기에서 범죄행위의 확실성을 확정하

는 것이 ‘constare de delicto’이다.11) 이 constare de delicto 이론은 13세기 

간디누스(Albertus Gandinus)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당시 이탈리아 교회에

서 행하여진 규문절차의 증거론(Beweislehre)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고 한다.12) 간디누스는 이러한 범죄의 확신을 ‘veritas delicti’라고 하였으며, 

8)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 Heinrich Schweikert, Die Wandlungen der Tatbestandslehre 

seit Beling (Karlsruhe : C.F. Müller, 1957), S. 7. 이와 같은 절차의 구조는 귀속론(Imputationslehre)

의 구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Shahryar Ebrahim-Nesbat, Die Herausbildung der strafrechtlichen 

Teilnahmeformen im 19. Jahrhundert (Frankfurt am Main : Peter Lang, 2006), S. 24 ff., 특히 

S. 27 f.). 이에 따라 일반규문과 특별규문은 사실적 귀속(imputatio facti)과 법적 귀속(imputatio 

juris)에 대응된다(사실적 귀속과 법적 귀속에 대해서는 문채규․강수경, 앞의 글(각주 1), 45면 이

하 참조).

9) Vgl. Heinrich Luden, Abhandlungen aus dem gemeinen teutschen Strafrechte. Zweiter Band :

Ueber den Thatbestand des Verbrechens nach gemeinem teutschen Rechte (Göttingen :

Vandenhöck und Ruprecht, 1840), S. 5.

10)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6.

11)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 12 ff.;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7 f.;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7.

12) Jörg Eisele, “Die Bedeutung der Lehre vom „corpus delicti“ im Strafverfahren der Frühen 

Neuzeit”, historicum.net archiv (8. Januar 2010).

Url : https : //www.historicum.net/themen/hexenforschung/lexikon/sachbegriffe/artikel/die-bedeutung-d/, 

2019.09.16. 접속;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 12 ff.;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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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직접 범죄현장으로 가서 검증을 통해 이러한 확신을 가질 것을 요

구하였다.13)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론에 따라 객관적 행위관련 및 주관

적 행위자관련 범죄표지 내지 증거수단이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2. corpus delicti 개념의 발생

이와 같은 규문원칙은 독일의 형사절차로 계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constare de delicto는 ‘corpus delicti’의 개념으로 대체된다.14) 1581년에야 

비로소 이탈리아 법학자 파리나시우스(Prosper Farinacius)에 의해서 범죄의 

외부적 흔적에 대한 표시로서, 즉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 대상

(Objekt)을 의미하는 corpus delicti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 15) “규문절차에

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corpus delicti의 심사/증명이다(Primum 

inquisitionis requisitum, est probatio corporis delicti).”16)

corpus delicti 개념의 유래를 포이어바흐(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corpus delicti라는 표현은 사망자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 살인죄에서 구성요건을 거론하던 중세시대의 법률가들

을 통해서 생겨났다. […] 독일법에서 살인의 경우에는 사체의 발견이 중요

하므로, 사체가 발견될 수 없는 경우에는 corpus delicti가 흠결된다는 견해로 

이어졌다. 어떤 행위에 형법이 적용된다면, 그 행위에 속하는 표지

(Merkmale)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범

죄로도 그 표현이 확대되었다.”17)

9), S. 17 f.

13)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8.

14) Jörg Eisele, 앞의 글(각주 12) 참조.

15)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9 f., 40 Fn. 2;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7 Fn. 3.

16)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39 : vgl.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9 Fn. 3.

17)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Mit vielen Anmerkungen und Zusatzparagraphen und mit einer vergleichenden Darstellung 

der Fortbildung des Strafrechts durch die neuen Gesetzgebungen, 13. Originalausgabe (Giessen 

: Georg Friedrich Heyer, 1840), § 81 Note Ⅰ. des Herausge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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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corpus delicti 역시 규문절차와 관련된다.18) 규문절차는 행위와 

행위자라는 근본적인 대립구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반규문절차에서는 

어떤 행위가 corpus delicti의 외형상의 검증(Augenschein)을 통해서 확정되

고, 특별규문절차에서는 행위자의 자백(Geständnis)19)을 목적으로 auctor 

delicti의 절차가 진행된다.20) 규문재판관은 corpus delicti를 통해서 행위자

에게 그의 행위를 증명한다 : “행위의 증명에 기여하는 모든 객관적인 것은 

그 본질에 따라 특별규문의 절차적 전제로서 corpus delicti의 개념에 속하게 

된다. 행위자의 증명에 기여하는 모든 주관적인 것은 그 본질에 따라 

certitudo auctoris delicti의 개념에 속하게 된다.”21) 

18) Jörg Eisele, Die Regelbeispielsmethode im Strafrecht. Zugleich ein Beitrag zur Lehre vom 

Tatbestand (Tübingen : Mohr Siebeck, 2004), S. 107; Günther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Lehrbuch, 2. Auflage (Berlin : Walter de 

Gruyter, 1991), 6. Abschnitt/Rn. 48; Michael Pawlik, Das Unrecht des Bürgers. Grundlinien der 

Allgemeinen Verbrechenslehre (Tübingen : Mohr Siebeck, 2012), S. 192.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앞의 책(각주 17), § 81 Note Ⅱ. des Herausgebers에 따르면 “구성요건론은 […] 

주로 독일법에서 비로소 발생되었고, 부연하자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독일법의 객관적 관점에 의거

하여, […] 부분적으로 규문절차를 학습한 이래로 발생되었다.”

19)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0에 의하면 “자백은 특별규문의 절차적 전제조건으로서의 

corpus delicti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자백은 단지 정범성(Täterschaft)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행위의 증명에 기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2 

f. : “자백은 자신의 정범성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이지 결코 객관적인 것을 내포하지 않는 것이어

서, 그 본질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관적인 것에 맞춰진다.” 

20) Kai Ambos, 앞의 글(각주 4), S. 464; Karl Alfred Hall, “Entwicklung des Verbrechensbegriffes 

aus dem Geist des Prozesses”, in : Friedrich Geerds/Wolfgang Naucke (Hrsg.), Beiträge zur 

gesamten Strafrechtswissenschaft. Festschrift für Hellmuth Mayer zum 70. Geburtstag (Berlin :

Duncker & Humblot, 1966), S. 38. 더 나아가 Hall은 이 글에서 절차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입장을 

개진한다. 즉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견해대립은 단지 관찰자의 입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규문절차(Inquisitionsprozess)는 인과적 행위론과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규문절차의 재

판관은 행위로부터 행위자에게로 회고하면서(rückschauend)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를 야기자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탄핵절차(Akkusationsprozess)는 목

적적 행위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이는 탄핵절차의 재판관이 행위자로부터 행위로 전방을 주시하

면서(vorwärtsschauend) 나아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행위자가 그의 고의(Vorsatz)를 행

위로 변환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한다.

21)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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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롤리나 형법전에서의 corpus delicti

15세기 무렵 이탈리아 절차법이 독일로 계수되는 과정에서 corpus delicti 

이론은 독일 형사절차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무엇보다 초기 계몽시대인 1532

년의 카롤리나 형법전(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 CCC)에서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카롤리나 형법전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알 5세

(Kaiser Karl V.)의 업적으로서 형사 법원규정(Die Peinliche Gerichtsordnung)

으로도 불리며,22) 그 내용에는 절차법적 규정들뿐만 아니라 공범(Art. 177), 

미수(Art. 178), 책임능력(Art. 179) 등의 일반적 총론규정 및 살인(Art. 

137), 절도(Art. 157~175), 방화(Art. 125), 강도(Art. 126) 등의 개별적 각론

규정들도 포함된다.23) 이러한 카롤리나 형법전 입법의 모태는 1507년의 밤

베르크 형법전(Constitutio Criminalis Bambergensis, CCB)이며, 두 법전의 

초안자는 슈바르첸베르크(Johann von Schwarzenberg)로 알려져 있다.24) 

카롤리나 형법전에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두 원칙, 즉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가 모두 규정되어 있었다.25) 규문주의절차는 공권력(von Amts wegen)에 의

한 기소의 방식으로, 그리고 탄핵주의절차는 사인기소(Privatklage)의 방식으

로 전개된다. 1532년 카롤리나 형법전 이후 규문주의와 관련한 사고는 점점 

탄핵주의를 밀어내는 형국이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6

22) Alexander Bechtel, “Die 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 von 1532－Wegbereiter einer 

eigenständigen deutschen Strafrechtsdogmatik－Teil 1”, ZJS 2017, S. 641; Ettore Dezza, 

Geschichte des Strafprozessrechts in der Frühen Neuzeit. Eine Einführung (Berlin : Springer, 

2017), S. 49; Jörg Eisele, 앞의 글(각주 12); Klaus Geppert, “Die Peinliche Halsgerichtsordnung 

Karls V. (die Carolina)”, JA 2015, S. 143;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1.

23) 카롤리나 형법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Alexander Bechtel, 앞의 글(각주 22), Teil 1, ZJS 

2017, S. 641~648; Teil 2, ZJS 2018, S. 20~28 참조. 국내문헌으로는 박상기, 앞의 책(각주 6), 

119면 이하.

24) Alexander Bechtel, 앞의 글(각주 22), Teil 1, ZJS 2017, S. 643 f.; Ettore Dezza, 앞의 책(각주 

22), S. 48; Klaus Geppert, 앞의 글(각주 22), S. 145. 슈바르첸베르크의 밤베르크 형법전 입법과 

그 이후 밤베르크 형법전과 카롤리나 형법전과의 비교에 대해서 상세히는 Eberhard Schmidt,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htspflege, 2. Auflage (Göttingen : Vandenhoeck 

und Ruprecht, 1995), S. 125 ff.; 박상기, 앞의 책(각주 6), 114면 이하.

25) Vgl. Alexander Bechtel, 앞의 글(각주 23), Teil 2, ZJS 2018, S. 24;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

주 7), S. 41. 탄핵주의절차는 Art. 12－15, 17, 62, 87, 183, 214 CCC에서, 규문주의절차는 Art. 

6, 8, 88 Abs. 2, 188, 219 CCC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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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rt. 6)가 공적인(ex officio) 절차를 통해서 corpus delicti 이론을 담고 있

다는 것이다.26) 여기에서 규문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조건은 “누군가가 대중

의 풍문을 통해서” 내지 “다른 신뢰할 만한 징표를 통해서”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탄핵주의와 관련된 사인기소에서는 불필요한 것

이다.27) 그리고 제2문은 밤베르크 형법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그 이유는 슈바르첸베르크가 법전의 완성 시에 전적으로 의도하였던 절차형

태가 규문주의가 아닌 탄핵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28) 그래서 제2문은 이

탈리아 규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에 따라 규문재판관에게 

특정한 행위자의 조사를 위한 절차적 조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Judici ante omnia constare debet de delicto” 원칙의 표현이라

고 볼 수 있다.29)

주의할 것은 기소 이후의 절차에서는 그 절차로의 진입이 공적이든 사적

이든 규문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30) 이는 기소 이후에는 사인기소 역시 

“공적으로 진행되는 규문절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1) 이러한 사인

26) Art. 6 CCC : “Item so jemandt eyner übelthat durch gemeynen leumut, berüchtiget, oder andere 

glaubwirdige anzeygung verdacht vnd argkwonig, vnnd derhalb durch die oberkeyt vonn ampts 

halben angenommen würde, der soll doch mit peinlicher frage, nit angegriffen werden, es sei 

dann zuvor redlich, vnd derhalb genugsame anzeygung vnnd vermutung von wegen derselben 

missenthat auff jnen glaubwirdig gemacht. Darzu soll auch eyn jeder richter, inn disen grossen 

sachen vor der peinlichen frag, soull müglich vnd nach gestalt vnd gelegenheyt eyner jeden 

sachen, beschehen kan, sich erkundigen, vnd fleissig nachfragens haben, ob die missethat 

darumb der angenommen berüchtiget vnnd verdacht, auch beschehen sei oder nit, wie hernach, 

inn diser vnser ordnung ferner erfunden wirdet.” (번역 :누군가가 대중의 풍문을 통해서 범죄혐

의를 받게 되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징표로 인해서 혐의와 의혹을 받게 되어서 공권력에 의해 

직권으로 체포된 경우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징표 및 추정에 따라 범행이 그와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그는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각 재판관은 이러한 사례에

서 고문이 행하여지기 이전에 각 사안의 가능성과 사정에 따라 조사하고, 이 법에서 후술하는 것처

럼, 그 범행으로 인해 그 행위자가 혐의를 받고 체포된 것인지, 그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27) Alexander Bechtel, 앞의 글(각주 23), Teil 2, ZJS 2018, S. 24. 이에 따르면 기존의 독일법제에서는 

“소추관 없으면 재판관 없다(Wo kein Kläger ist, ist auch kein Richter)”는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28)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2.

29)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2. 그 의미는 Ⅱ. 1.에서 상술한 ‘특별규문 이전에 범죄사실

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30) Klaus Geppert, 앞의 글(각주 22), S. 150; Eberhard Schmidt, 앞의 책(각주 24),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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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소와 공적인 수사의 결합은 수사(inquisitio)와 소추(accusatio)를 엄격

하게 구분하는 이탈리아의 법적 사고와 그리고 당시까지 독일에서 진행되어 

온 기소당사자가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탄핵절차

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32) 결국 카롤리나 형법전의 도입으로 공적으

로 진행되는 규문절차가 형사절차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33)

4. 카르프조프(Benedict Carpzov)의 corpus delicti 이론

17세기 전반에 작센의 법원은 여전히 탄핵주의절차를 “정규적(ordentlich)”

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와 대립하는 공적인 절차는 “비정규적인(außeror 

dentlich)” 또는 “약식의(summarisch)” 것으로 받아들였다.34) 카르프조프는 

공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선호하였지만 탄핵주의절차를 거부한 것은 아니

었는데, 이는 처벌되지 않는 셀 수 없는 범죄가 사인의 기소에 의해 다루어

지기 때문이라고 한다.35) ♣‘비정규적인’ 띄어쓰기 주의

1635년 카르프조프는 자신의 저서 ‘Practica nova imperialis Saxonica 

rerum criminalium(작센 제국의 새로운 형사실무)’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전

래된 corpus delicti 이론을 전개한다. 즉 “적법하게 형성된 규문에서 우선적

으로 요구되는 것은 범행의 명백성(apparentia delicti)이다; 즉 사실 또는 범

죄 자체가 확정된다.”36) 그는 여기에서 밝힌 것처럼 특별규문의 절차적 전제

에 해당하는 범죄의 확신을 ‘apparentia delicti’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특별규문이 진행되기 전에 증명되어야 하는 corpus delicti 이다.37)

카르프조프는 기본적으로 일반규문과 특별규문을 구분한다. 그리고 일반

31) Ettore Dezza, 앞의 책(각주 22), S. 51; Eberhard Schmidt, 앞의 책(각주 24), S. 126.

32) Alexander Bechtel, 앞의 글(각주 23), Teil 2, ZJS 2018, S. 25.

33) Klaus Geppert, 앞의 글(각주 22), S. 150.

34) Ettore Dezza, 앞의 책(각주 22), S. 86.

35) Vgl. Ettore Dezza, 앞의 책(각주 22), S. 86.

36) Benedicto Carpzov, Practicae Novae Imperialis Saxoniae Rerum Criminalium, Pars Ⅲ (Wittebergae, 

1646), Quaestio 108 n. 1 : “Primum requisitum Inquisitionis legitime formandae est apparentia 

delicti; ut nempe de ipso facto seu crimine constet.”

37)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3;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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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절차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첫 부분은 ‘범죄사실의 분석’38)으로 여기에

서 주로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것이 확정되며, 두 번째 부분은 ‘불특정한 인적 

범주에서 특정한 행위자의 발견’39)이다.40) 그래서 일반규문절차는 어떤 범

죄가 특정한 행위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종료되고, 이

어서 그 특정된 행위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체포,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및 조

서송부 등의 특별규문절차가 진행된다.41) 특별규문은 3단계로 진행이 되며, 

corpus delicti를 조사하는 것은 다음의 세 단계에 대한 절차적 전제조건이 된

다 : 42) 행위실현의 수사(ad effectum inquirendi), 고문(ad torquendum Reum) 

그리고 선고(ad condemnandum).43) 그에 따라 corpus delicti의 증명은 그 

증명이 수행되는 목적의 상이함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다.44) 즉 카르프조프

는 개연성으로부터 확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점증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수사의 경우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이는 특별규문의 절차적 전제로서는 절반 

정도의 행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고문을 위해서는 행위의 

증명이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개연성이론과 인과관계이론도 부분적으로 

corpus delicti 이론의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45)

카르프조프에게서의 corpus delicti는 명백한 절차법적 의미 이외에 개별

적으로 행위를 문서화하여 제시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발견된다. 하지만 실

체법적 관점이 등장하기 전까지 절차적 의미가 지배적으로 적용된다.

38) Benedicto Carpzov, 앞의 책(각주 36), Quaestio 108 n. 4 : “Prima Pars inquisitionis generalis est 

indagatio criminis sive delicti.”

39) Benedicto Carpzov, 앞의 책(각주 36), Quaestio 108 n. 42 : “Altera Pars inquisitionis generalis 

sive summariae consistit in Scrutinio et pervestigatione personae delinquentis”.

40) Jörg Eisele, 앞의 글(각주 12);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6.

41) Jörg Eisele, 앞의 글(각주 12);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7.

42)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3;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7.

43) Benedicto Carpzov, 앞의 책(각주 36), Quaestio 108 n. 9 : “Quare in foro Saxonico, 

Indagationem corporis delicti triplicem esse puto : Unam ad effectum inquirendi. Alteram ad 

torquendum Reum. Tertiam ad condemnandum.”

44)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3 f.;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7 f. 이와 같은 

단계별 상이한 증명은 종래의 constare de delicto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5)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4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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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성요건개념의 등장

독일의 규문절차이론은 이후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18세기까지도 독일 형사절차법의 구성부분이 된다. 계몽주의(Aufklärung)의 

결과로서의 규문주의원칙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실질적 고찰을 통한 개

념의 전환이 발생한다.46) 즉 corpus delicti의 확정으로 구체적 행위가 발생

한 것인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발생한 사건이 추상적 범죄개념에도 해당되

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47) 이러한 의문에 뵈머(Johann 

Samuel Friedrich Boehmer)가 응답을 한다.48) 그는 corpus delicti는 “범죄행

위의 확신과 존재(sola veritas vel existentia delicti)”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물질적 검증대상에서 추상적 범죄개념으로, 즉 ‘veritas delicti in abstracto’

로 승화시켰다.49) 그래서 그의 corpus delicti 개념에는 개별적 정범성의 증

명에 기여하는 행위상황이 포함되고,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의와 과실이 정범

성의 표지로서 속하게 된다.50)

실질적 성격이 가미된 corpus delicti는 1796년에 발간된 클라인(Ernst 

Ferdinand Klein)의 저서 ‘일반 독일 및 프로이센 형법의 기본명제(Grundsätze 

des gemeinen deutschen und preussischen peinlichen Rechts)’에서의 개념형

성을 통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구성요건의 이해로 전환된다.51) 클라인에 의

46)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7 f.

47) Jörg Eisele, 앞의 글(각주 12).

48) 뵈머의 상세한 업적에 대해서는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05 ff.

49) Vgl.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8 f.;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08 f.;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8.

50) Vgl.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39;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08 f.;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8.

51) Vgl. Jörg Eisele, 앞의 책(각주 18), S. 107; Günther Jakobs, 앞의 책(각주 18), 6. Abschnitt/Rn. 

48;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28;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41 f.; 

Michael Pawlik, 앞의 책(각주 18), S. 192. 그렇다고 해서 클라인의 corpus delicti 개념에서 절차

적 기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5), § 101 Nr. 4 Anm. 

b) 참조). 이러한 실질적 구성요건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1805년 프로이센 형법규정(Preußische 

Criminalordnung) 제133조는 여전히 절차적 관점에서 규정되었다 : “구성요건(Thatbestand) 

(corpus delicti)은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들의 총체로 

구성된다.” 아벡(Julius Friedrich Heinrich Abegg)은 이러한 퇴보적인 규정을 비판하는데, 이 규정

은 “이러한 사정들이 구성요건(corpus delicti)의 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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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으로 어떤 類(Gattung)52)의 범

죄라는 개념을 결정하는 사실들은 구성요건(Thatbestand)을 형성한다

(corpus delicti).”53) 이러한 구성요건에는 두 가지가 속하게 된다. 하나는 결

과(Wirkung)인데, 범죄는 그 결과의 생성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자발적 행위(willkürliche Handlung)로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

가 야기된다는 것이다.54) 구성요건개념은 이후 점차적으로 유개념(類槪念)

으로 변모해 간다. 그러한 상황에서 포이어바흐 역시 자신의 교과서55)에서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어떤 특정한 종류의 위법한 행위를 

통해 법적 개념에 포함된, 구체적 행위 또는 사실의 표지들 총체를 범죄의 

구성요건(corpus delicti)이라고 한다. 그래서 객관적 가벌성은 주로 범죄구성

요건의 존재에 달려 있고, 개별 법률을 특정한 사안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결과의 조건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전제로 하는 구성요건에 달려 있

다.”56) 포이어바흐에 이어서 슈튀벨(Christoph Carl Stübel)57)은 1805년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사정들이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Julius Friedrich 

Heinrich Abegg, “Recension : Heinrich Luden, Abhandlungen aus dem gemeinen teutschen 

Strafrechte, 2. Band : Ueber den Thatbestand des Verbrechens nach gemeinem teutschen 

Rechte”, in : Kritische Jahrbücher für deutsche Rechtswissenschaft 14 (1843), S. 1069).

52) 이러한 유(類)는 예를 들어 살인 또는 상해와 같은 범죄의 종류를 의미한다.

53) 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5), § 68. 이러한 의미에서 벨링은 구성요건(Tatbestand)을 

사실존재(Tatsachenbestand)의 축약으로 간주한다(Ernst Beling, Die Lehre vom Tatbestand 

(Tübingen : J.C.B. Mohr (Paul Siebeck), 1930)), S. 14. 

54) 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5), § 68. 클라인 또한 귀속론의 토대에서 구성요건론을 전개

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범죄의 귀속은 어떤 주체로부터의 위법한 효과가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질이 있다. 그것은 행위의 효과(imputatio facti)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근거 지워

지는 법적 결과(imputatio juris)를 참작한다.”(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3), § 95). 아

울러 “자유로운 행위만이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한다(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5), § 124).

55)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 Auflage (Giessen : Georg Friedrich Heyer, 1801).

56)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앞의 책(각주 55), § 89; 마찬가지로 ders., 앞의 책(각주 

17), § 81. 그래서 포이어바흐는 이미 심리강제설(Theorie des psychologischen Zwangs) (ders., 

앞의 책(각주 55), §§ 12 ff.)과 nullum-crimen 명제(ders., 앞의 책(각주 55), § 24)를 통해서 

구성요건의 보장기능(Garantiefunktion)을 옹호한다.

57) 슈티벨은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존의 입장인 특별예방의 관점을 공식적으로 비난

하고 포이어바흐를 신봉하면서 일반예방의 입장으로 돌아선다(Kai Ambos, 앞의 글(각주 4), S. 

464 F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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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단행본58)에서 구성요건을 “형법전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사실의 총체”로 정의한다.59) 그는 개념적으로 구성요건을 총론과 각론

으로 나누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총론 없이 범죄는 없다”고 하며, 후자

에 대해서는 각론의 구성요건은 단지 모종(某種)의 범죄에서 요구되는 것이

라고 한다.60) 이러한 구성요건의 개념형성을 통해서 corpus delicti와의 구분

선이 그어진다.61) 

벨링 이전의 구성요건개념에서 주목할 것은 주관적 표지가 구성요건에 속

한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주관적 범죄표지가 개별적 범죄등급의 구별에 필수

적인 경우에만 구성요건에 속한다고 한다.62) 포이어바흐는 주관적 구성요건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유개념으로서 구성요건은 

행위의 속성(Beschaffenheit)과 관련된 것일 뿐 주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63) 

따라서 구성요건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특정한 의도에 또는 특정한 종

류의 의사형성에 본질이 있는 위법한 행위의 확실한 주관적 (범죄자의 심성

에 기반을 둔) 근거들”이 속하게 된다.64) 이와 달리 슈튀벨은 구성요건에서 

58) Christoph Carl Stübel, Ueber den Thatbestand der Verbrechen, die Urheber derselben und die 

zu einem verdammenden Endurtheile erforderliche Gewißheit des erstern, besonders in 

Rücksicht der Tödtung, nach gemeinen in Deutschland geltenden und Chursächsischen Rechten 

(Wittenberg : Samuel Gottfried Zimmermann, 1805).

59) Christoph Carl Stübel, 앞의 책(각주 58), § 1 : “Es[der Thatbestand der Verbrechen] ist also 

derselbe der Inbegriff aller derjenigen Thatsachen, auf welche die in einem Criminalgesetze 

bestimmte Strafe erfolgen soll”.

60) Christoph Carl Stübel, 앞의 책(각주 58), § 3. Vgl. 이러한 개념분류에 대해서는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72.

61) Karl Alfred Hall, 앞의 책(각주 7), S. 138;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9.

62) Ernst Ferdinand Klein, 앞의 책(각주 5), § 68.

63)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앞의 책(각주 17), § 81 Note Ⅳ. des Herausgebers에 따르

면 주관적 구성요건은 종종 “피의자가 행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피의자가 나쁜 의도

로 행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기 위해서(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

하지 않지만), 또는 어떤 행위자의 속성이, 예를 들어 근친상간(Blutschande)에서, 범죄에 속하게 

되는 한” 적용된다. “범죄에 의사의 특별한 방향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 절도에서의 영득

의사(animus lucri faciendi), 더 타당하다.”

64)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앞의 책(각주 55), § 90; ders., 앞의 책(각주 17), § 82. 

예를 들어 특정한 의도는 절도에서의 영득의사(Zueignungsabsicht)를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의사

형성은 살인에서의 격정(Affekt)을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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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이미 외적 행위를 통해서 권리침

해(Rechtsverletzung)를 다루는 현실 구성요건(realer Tatbestand)과 내․외

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인적 관계 및 속성을 나타내는 인적 구성요건

(personaler Tatbestand)을 구별한다.65) 후자와 관련하여서 내적 표지로는, 

예를 들어 “절도, 강도 그리고 강도살인에서 탐욕적 의사(eine gewinnsüchtige 

Absicht), 명예훼손에서, 로마법에 따라, 모욕할 의사(die Absicht zu 

beleidigen), 그리고 납치에서 선정적 의사(eine wollüstige Absicht)”가 제시

되고, 외적 표지로는 “근친상간과 관련하여 범죄자의 혈연관계”가 언급된

다.66) 그 밖에 루덴(Heinrich Luden)은 헤겔사상의 영향 하에서 당시에서는 

급진적으로 고의와 과실(Dolus und Culpa)을 범죄의 본질적 표지로서 총론

상의 구성요건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였다.67) 그래서 그의 이론에서 

구성요건표지들은 “범죄라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야기되는 현상”,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행위의 기초가 되는 의사형성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고의적 또는 과실적 특성”으로 구성된다.68) 루덴은 자신의 구성요건이론에

서 범죄의 두 측면, 즉 외적 현상으로서 객관적인 측면과 행위를 통해 그 현

상으로 이어지는 주관적인 측면을 보여준다.69)

65) Christoph Carl Stübel, 앞의 책(각주 58), §§ 4, 5, 18. 이와 관련하여 Kai Ambos, 앞의 글(각주 4), 

S. 465에서는 “객관적 및 인적 구성요건이 ‘총체적 구성요건(Gesamttatbestand)’을 형성한다”라고 한다.

66) Christoph Carl Stübel, 앞의 책(각주 58), § 18.

67) 상세히는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01 ff., 특히 S. 110 ff.

68)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10에 의하면 세 번째 표지는 필수적으로 다른 두 표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3단계 구조는 이후 리스트(Frank von Liszt)와 벨링(Ernst Beling)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11 f.).

69) 루덴은 “범죄의 의사결정”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행위개념을 주관화하게 된다. 그는 행위의 “목적활

동성(Zwecktätigkeit)”을 요구한다(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14). Kai Ambos, 앞의 

글(각주 4), S. 465에 따르면 이를 두고 벨첼(Hans Welzel)이 언급하지 않았던 목적적 행위개념

(der finale Handlungsbegriff)의 근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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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벨링의 구성요건이론

1. 1906년 범죄론(Die Lehre vom Verbrechen)

 

벨링은 모든 범죄표지의 전체(Gesamtheit)로 이해된 구성요건개념 대신

에, 범죄개념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1906년에 발간된 저서 ‘범죄론

(Die Lehre vom Verbrechen)’에서 새로운 구성요건개념을 “실정법적으로 확고

하게 표현된 범죄유형(die positivrechtlich fest formulierten Verbrechenstypen)”

으로 확정한다.70) 그의 목표는 구성요건을 형법의 기본개념으로 증명하고 

무엇보다 구성요건의 토대에서 범죄개념을 설정하는 것이었다.71) 그는 범죄

를 “형법각론에 나열된 구성요건들 중 하나에 상응하는” 행위, 다시 말해 

“유형적인, 구성요건적인 행위”로 정의한다.72) 그래서 벨링의 이론에서 구성

요건은 “그 밖의 범죄표지들을 결속시키는 범죄개념의 구심점”이 된다.73) 

이로 인해 독자적 표지로서의 구성요건은 범죄론의 범주에서 행위와 위법성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74) 구성요건, 즉 범죄유형의 윤곽의 확정으로 비구성

요건적 행위는 처음부터 범죄개념에서 배제된다.75) “구성요건 없이 범죄 없

다”76)는 명제는 법치국가의 사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는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77) 그와 같이 구성요건의 고유한 

기능은 법치국가적 보장(rechtsstaatliche Garantie)에 본질이 있다.78)

70)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23.

71)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 ff.

72)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24.

73)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10.

74) 벨링은 “범죄를 상위개념인 ‘행위(Handlung)’에 편입하고 그것을 행위개념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특별표지를 통해 특징짓는다 :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특정한 처벌의 적합성－처벌조건

의 존재”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7).

75)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21, 110, 146.

76)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23, 110.

77) Vgl. Karl Alfred Hall, 앞의 글(각주 20), S. 38. 이와 관련하여 보장구성요건이 언급될 수 있는

데, 그 개념은 Lang-Hinrichsen이 용어상 총체적 구성요건(Gesamttatbestand)과 보장구성요건

(Garantietatbestand)을 구별한 것에 기인한다(Dietrich Lang-Hinrichsen, “Tatbestandslehre und 

Verbotsirrtum”, JR 1952, S. 307).

78) Vgl. Klaus Tiedemann, Tatbestandsfunktionen im Nebenstrafrecht. Untersuchungen zu ei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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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에게서 구성요건 자체는 순수하고 형식적인 개념이다. 그 개념은 “모

든 범죄종류에서 고려되고 개별 범죄유형표지79)의 총체인 개별 형법구성요건

으로부터” 특별한 표지의 일반화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추상화(Abstraktion)

를 통해 획득된다.80) 그래서 벨링의 논제(These)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rein deskriptiv) 파악된 구성요건은 ‘엄격한 중립적인 토대에서’ 법적인 의

미나 가차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81) 위법성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규범위반

을 의미하는 평가가 행하여진다.82) 구성요건해당성의 확정은 위법성의 존재

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는 연결점으로서만 기능하게 되고,83) 위법성에 대한 

잠재적 판단이기 때문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를 예단하지 않는다.84) 

이렇게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그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리된다.85) 구

rechtsstaatlichen Tatbestandsbegriff, entwickelt am Problem des Wirtschaftsstrafrechts (Tübingen 

: Mohr Siebeck, 1969), S. 80. 구성요건에 반영된 법적 안정성의 보장은 “내용적으로 형식주의에

서의 평등사상에 관한 정의(Gerechtigkeit)와” 관련된다. 즉 구성요건론의 관점에서 “내용상 공평함

의 성취(die Erreichung des Gerechten)와 구조상 유형형성의 가능성(die Möglichkeit der 

Typenbildung)”이 필수적이다(Klaus Tiedemann, 위의 책, S. 37).

79)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12에 의하면 구성요건표지(Tatbestandsmerkmale)는 물건, 물건

의 타인성과 유동성 및 절도에서의 절취와 같이 구성요건에서의 개별 요소들이고,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표지들에 포섭될 수 있다는 사실은 행위상황(Tatumstände)이다. 따라서 구성요건표지는 개

념의 세계에만 속하게 되고, 행위상황은 사실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80)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11. Vgl. 이미 Heinrich Luden, 앞의 책(각주 9), S. 117에서는 

범죄현상의 일반적인 객관적 성격은 “실정법에서 인정된 전체 개별 범죄로부터의 추상화”를 통해

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81)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12, 147; 심재우, ｢구성요건의 본질｣, �법학연구� 2권(연세대학

교 법학연구소, 1982), 61면 참조.

82)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28에 따르면 “위법성(Rechtswidrig ist) = 규범위반(normwidrig) =

법질서위반(rechtsordnungswidrig) = 법에 대한 모순(gleich Diskrepanz gegen das Recht)”이라고 한다.

83)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45.

84) Vgl. Karl Engisch, “Der Unrechtstatbestand im Strafrecht.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heutigen Stand der Lehre von der Rechtswidrigkeit im Strafrecht”, in : Ernst von 

Caemmerer/Ernst Friesenhahn/Richard Lange (Hrsg.), Hundert Jahre Deutsches Rechtsleben. 

Festschrift zum hundertjährigen Bestehen des Deutschen Juristentages 1860~1960, Band Ⅰ 

(Karlsruhe : C.F. Müller, 1960), S. 403 f.

85) 벨링은 구성요건을 위법성과 책임으로부터 분리한다(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78 ff.). 

책임은 행위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심리적 관계(psychische Beziehung)이다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80). Karl Alfred Hall, 앞의 글(각주 20), S. 38에 따르면 벨링

의 3단계 구조는 corpus delicti와 auctor delicti의 대립명제에 기인하는 행위측면(구성요건해당성

과 위법성)과 행위자측면의 2단계를 포함한다고 한다. 따라서 3단계 구조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불

법과 주관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은 “규문절차의 정신”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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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은 결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종국적 판단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

성요건의 충족은 단지 규범위반, 즉 위법성을 징표한다.86) 그럼에도 벨링은 

개별 위법성요소가 내재된 범죄유형이 존재하며, 공권력에 대한 저항 시에 

‘공무수행의 적법성(Rechtsmäßigkeit der Amtsausübung)’, 절도나 손괴 시

에 ‘타인(fremd)’의 물건 그리고 주거침입 시에 ‘권한자(der Berechtigte)’의 

초청과 같이 구성요건의 확정으로 위법성문제의 일부가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87) 범죄의 유형이 우선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다음 단계인 

위법성을 검토해야 하고 구성요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는 전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심사에서 결코 사라지

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88) 이는 벨링이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하게 기

술적 요소로서의 구성요건이해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89) 

위법성은 소극적 위법성조건, 즉 불법배제사유(Unrechtsausschließungsgründe)

를 통해서 제거된다.90) 이러한 불법배제사유는 “구성요건 외부에” 그리고 

“규범 내부에” 배치되는 것91)이어서 벨링은 명시적으로 소극적 구성요건표

지이론을 거부한다.92) 불법배제사유는 행위를 적법하게 해 주는 정당화사유

일 수도 있고, 행위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불법배제사유일 수도 

86)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47, 162 f.; 심재우, 앞의 글(각주 81), 62면. Vgl. Welzel,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11. Auflage (Berlin : Walter de Gruyter, 

1969), S. 53에서는 3단계 범죄체계에서 구성요건의 독자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구성

요건은 무수한 인간행위로부터 형법적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적법하거나 위법한 평가에 놓이게 

되는 것을 가려낸다. 구성요건은 형법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금지 및 허용

명제와의 조화를 통해서 법치국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도록 한다. 행위의 형법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그로 인해 위법성의 명확한 확정에 대한 대상적 토대를 형성하는 

구성요건의 기능은 구성요건에 독자적이고 위법성판단과 책임비난에 앞서는 범죄요소의 지위를 확

보하게 한다.”

87)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56 f.; 심재우, 앞의 글(각주 81), 63면 참조.

88)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57.

89)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21.

90)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64 f.

91) Heinrich Schweikert, 앞의 책(각주 8), S. 18에 따르면 형법전의 구성요건이 행위의 몰가치적 유형

을 그려낸다면, 위법성은 벨링의 의미에서 형법명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즉 규범 내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규범 또는 법질서 전체에서 도출될 

수 있다.

92)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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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3)

2. 1930년 구성요건론(Die Lehre vom Tatbestand)

후기 벨링은 1930년 자신의 또 다른 저서 ‘구성요건론(Die Lehre vom 

Tatbestand)’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다. 그는 여기에서 법적 구성요건과 

구별되는 “범행유형(Deliktstypus)”이라는 개념을 전개한다.94) 형법은 특정 

범행유형의 범주로 구성되고,95) 그 범행유형은 행위의 불법유형을 나타내는 

외적(객관적) 측면과 책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내적(주관적) 측면에서 표시

되는 복수의 표지들로 이루어진다.96) 그래서 범행유형은 책임 있는 불법(das 

schuldhafte Unrecht)97)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위법한 행동의 모든 표지, 즉 

규범적 형상(Normativgebilde)이라고 한다.98) 각각의 범행유형에서 모든 표

지들은 서로 관련되어 단일한 표상(Vorstellungsbild)을 그려내는데, 예를 들

어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살인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고, 절도죄에서 타

인의 동산의 절취에 대해 행위자는 그에 대한 고의를 가지는 것이다.99) 이러

한 의미에서 각각의 범행유형에서는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공통으로 

지배하는 “선도형상(Leitbild)”이 갖추어지게 된다.100) 이러한 선도형상은 순

수하게 기술적인 본질101)을 가지고 각각의 범행유형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93)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3), S. 168.

 94)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53), S. 2 ff.

 95) Ernst Beling, Grundzüge des Strafrechts, 11. Auflage (Tübingen : J.C.B. Mohr (Paul Siebeck), 

1930), S. 22.

 96)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24.

 97) 책임 있는 불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채규․강수경, 앞의 글(각주 1), 49면 이하 및 59면 이하 참조. 

 98)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53), S. 2 f.; vgl. Norbert Weigt, Die Stellung der Rechtfertigungsgründe 

im Verbrechensaufbau. Ein Beitrag zur Lehre von den negativen Tatbestandsmerkmalen (Bonn- 

Beuel, 1969), S. 7.

 99)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24. 

100)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24 f. 그래서 예를 들어 폭행치사에서 살인의 표지는 행위자와

의 내적 관련성 없이 부가표지(Zutat)로서 객관적이기만 하고, 절도에서 영득의사는 절취에 지향

된 고의에 부가되는, 순수하게 주관적인 표지여서 선도형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25).

101) 이러한 특징으로 벨링은 “인간의 행동은 구성요건을 통해서 그 특성에 의해서만 특징 지워지는 

것이지, 이미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Ernst Beling,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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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102) 그리고 선도형상은 “법률적 구성요건(gesetzlicher Tatbestand)”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103) 이러한 법률적 구성요건은 범행유형에 규제적으

로(regulativ), 이해조건부로(verständnisbedingend) 그리고 논리적으로(logisch) 

앞서 위치하는 추상적인 사고형상이며,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범행유형

의 구성요소가 된다.104) 그 법적 구성요건은 내용이 비어있는(inhaltsleer) 범

주를 형성하게 되고, 그 내용은 특정 범행유형에 의해서 확정된다.105) 

Ⅴ. 나가며

벨링 이전의 구성요건이론은 절차적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점점 실질적 내

용을 담으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관점들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국가 공

권력 내지 법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면서 그리고 인권보장에 기여하면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즉 형법이론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투영하면서 전개

되었던 것이다. 벨링 이후에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이어(Max Ernst 

Mayer)의 규범적 구성요건이론의 발견, 메츠거(Edmund Mezger)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서의 발견 그리고 벨첼(Hans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에 기초한 

구성요건이론 등이 각각의 시대를 반영하면서 받아들여졌다. 

이 글을 통해서 구성요건이론의 기나긴 역사적 시간과 흐름을 짧게나마 

살펴보았다. 형법이론에 적용되는 하나의 개념이 가진 깊이와 무게는 이론적 

심오함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일깨워 주게 된다. 또한 역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이론의 역사에 대하 고찰을 통해 그 이론

의 현재위치 그리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시 절차

(각주 53), S. 10). 이와 관련하여 벨링이 구성요건에 어떠한 가치관련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과연 법관의 평가로부터는 자유로운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마찬가지로 

Pawlik, 앞의 책(각주 18), S. 199 Fn. 286).

102)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31.

103)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95), S. 25.

104)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53), S. 4; vgl. Norbert Weigt, 앞의 책(각주 98), S. 8.

105) Ernst Beling, 앞의 책(각주 53),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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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의 구성요건이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사의 

순환 속에서 과거의 입장을 돌이켜 볼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로써 이론의 

함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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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Tatbestandslehre in der Strafrechtswissenschaft

－Zur Tatbestandslehre Belings bzw. vor Beling－

Kang, Soo Kyoung*

106)

In Bezug auf den Begriff Tatbestand in der Strafrechtstheorie ruft man 

überhaupt Ernst Beling ins Gedächtnis zurück, wenn die Geschichte des 

Tatbestandes angesprochen werden muss. Beling stellt sich als Begründer des 

dreistufigen Verbrechensaufbaus vor. Die Lehre des Tatbestandes vor Beling 

wird aber in der Diskussion nicht so viel erwähnt. Es wird ausschließlich 

behandelt, dass der Tatbestandsbegriff in Deutschland von Klein ins Strafrecht 

eingeführt wurde.

Geschichtlich beruht der Begriff des Tatbestandes auf der Lehre vom 

constare de delichto des mittelalterlich-italienischen Inquisitionsprozesses. Das 

deutsche Strafverfahrensrecht war vom Inquisitionsprinzip beeinflusst worden. 

Dann entstand der Ausdruck und Begriff des corpus delicti, der im Laufe der 

Zeit jene Lehre ersetzt hat. Vor der Entstehung des Tatbestandsbegriffs 

beziehen sich die früheren dem Tatbestand entsprechenden Begriffe auf den 

Strafprozess. Danach trat mit der Tendenz des Materialisierung des Begriffs 

im 18 Jahrhunderts der Tatbestand des Verbrechens als Gattung in der 

 * Doktorand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 Br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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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swissenschaft auf. Erst bei Beling wurde die Lehre vom Tatbestand 

mit moderner Gestaltung dargestellt. Beling stellte den Tatbestand als 

Verbrechenstypus vor, dessen Charakter rein deskriptiv sei. Seine Position lag 

zwischen Handlung und Rechtswidrigkeit.

[Key Words] constare de delicto, corpus delicti, Inquisitionsprozess, 

Geschichte des Tatbestandes, Ernst Ferdinad Klein, Ernst 

B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