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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프조프의 간접고의(dolus indirectus)에
대한 간단한 고찰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역사－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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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형법에서의 고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나, 이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칠뿐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고의의 종류 및 고의과실의 구분에 관한
현재의 이론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아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최근 나온 한 서양법제사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카르프초프와 그의 간접고의 이론을
언급하였다. 그 책에 따르면, 카르프초프는 자신의 법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라이프치히 고등
법원의 참심인 직무에서 얻은 실무경험을 매우 중시했으며, 그의 견해는 일차적으로 실무에
서 필요한 다양한 법적 판단에 해결 및 해결지침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형법의 고의과실에 관한 이른바 ‘간접고의’ 이론이다. 특히 고
의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별에 대하여도 실무경험에 기반한 견해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은 간접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고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
펴본다.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요구하면 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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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우연한 사정을 구별하게 된다.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에 대한 중한 처벌과 연결
되며 고의의 입증방법과도 관련된다. 특히, 입증방법으로 자백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이미 발
생한 결과를 행위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의욕이라고
고의를 정의하면,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고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바르톨루스 원칙, 일반고의 이론, 간접고의 이
론 등이 있었다.
카르프조프는 행위자가 악의로 타인을 살해하였거나 타인을 중하게 상해하였고 그로부터
사망이 불가피하게 야기되었다면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을 근거짓기 위
해 바르톨루스 원칙과 일반고의 이론, 간접고의 이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뵈머는 간접고의
개념을 이용하였으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미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
명하여 오늘날의 미필적 고의 개념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19세기 초 포이에르바하는 심리강
제설에 기반하여 고의를 범행목적으로 정의하고 고의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분
한 후 간접고의 사안에서는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고의의 구분에 관한 포이에르바하의 설명
은 그 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학계도 이 설명에 기반하였다고 보인다.
[주제어] 고의, 과실, 간접고의, 카르프조프, 포이에르바하

Ⅰ. 들어가며
1. 고의의 종류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설명
약 60년 전 형법학자 황산덕 교수는 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의사가 목적, 수단 또는 부수적 결과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직접적 고의(dolus directus)와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로 구분된다.1) 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를

구분하고 후자를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미필적 고의로 나누나 이러한 구분은
고의 그 자체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2) 고의의 종류로
직접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둘만을 구별하면 충분하나, 참고삼아 ‘고의의 고물상’

1) 황산덕, 뺷형법총론(재판)뺸(법문사, 1961), 190면. 이러한 설명은 독일의 벨첼(Welzel)과 비슷하다.
그에 관하여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4. Aufl. (C.H.Beck 2006), 12/5.
2) 황산덕, 위의 책,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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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적여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 하나인 간접적 고의는 독일의 보
통법시대에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가령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의 수단으로 살인
하는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희원(希願)되지 않은 결과를 의욕하는 경우를 말한다.3)

그런데, 고의의 종류에 관한 형법학계의 설명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는 결과발생 또는 결과발생의 대상에 대한 고의의 확실성 여부에 따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를 구분한 후 전자에 직접고의, 후자에 미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4) 다른 하나는 의
지적 요소와 지적 요소의 크기에 따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의
3단계를 구분하고 기타의 고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5)이다.

분류방법이 이론이나 실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
나,6)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반대견해를 비판하는 논거로 역사적 접근의
결과가 제시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가령 다수설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별 의미 없는 낡은 경향으로 1872년 비스마르크에게 헌정된 후고 마이어
(Hugo Meyer)의 독일형법교과서의 서술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지적7)이

그러하다. 불확정적 고의가 독일보통법시대에 통용되었고 포이에르바하
(Feuerbach)도 이를 논의하였으나 고의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분

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택일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서로 포용할 수 있
는 개념임에도 불확정적 고의에 함께 포함시키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8)도
3) 황산덕, 앞의 책, 196면.
4) 다수설이다.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뺷형법총론(3판)뺸(정독, 2020), 115면; 신
동운, 뺷형법총론(10판)뺸(법문사, 2017), 191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뺷형법총론(10판)뺸(박영
사, 2018), 12-13면; 임웅, 뺷형법총론(7정판)뺸(법문사, 2015), 165면; 오영근, 뺷신형법입문(2판)뺸
(박영사, 2020), 57면. 과거의 견해로는 유기천, 뺷개정 형법학(26판)뺸(일조각, 1985), 163면. 이 입
장의 주된 논거는 우리 형법이 독일형법이나 오스트리아 형법과 달라서 의도적 고의/지정고의/미
필적 고의의 구분을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의도적 고의를 목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다수설도 이러한 입장으로 보인다. 井田 良, 뺷刑法總論の理論構造뺸(成文堂, 2005),
73頁; 前田雅英, 뺷刑法總論講義(3版)뺸(東京大學出版部, 1999), 282頁.
5) 김일수, 뺷한국형법 I(개정판)뺸(박영사, 1996), 377면.
6) 성낙현, 뺷형법총론(3판)뺸(박영사, 2020), 176면.
7) 김일수, 앞의 책, 378면.
8) 이형국․김혜경, 뺷형법총론(5판)뺸(법문사, 2019),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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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비교해 보면, 의도적 고의(제1도 직접고의), 지정고의(제2도 직접고의), 미
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록신(Roxin)의 설명9)이 보여주듯이 현재의 독일 학계
는 후자를 따르고 있는데, 사실 독일의 통설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확립
된 것이다.10)

2. 고의에 대한 설명의 유래와 카르프조프
서양법제사에 관해 최근에 나온 한 책은 ‘판덱텐의 현대적 관용’이라는 제
목 아래 독일법학의 기초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11) 카르프초프(Carpzov,
1595~1666)를 설명한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12)
카르프초프는 자신의 법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라이프치히 고등법원의 참심인
직무에서 얻은 실무경험을 매우 중시했다. 그의 견해는 일차적으로 실무에서 필요
한 다양한 법적 판단에 해결 및 해결지침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특징
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형법의 고의과실에 관한 이른바 ‘간접고의’ 이론이다.
특히 고의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별에 대하여 그는 실무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
를 도출하였다.

‘고의에 의한 살인은 두 가지 양태로 행해진다. 하나는 살해로 향한 의사
(voluntas) 및 사려(animus)가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망이 야기

될 수 있는 상해의사 및 공격의사를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이다. 살해의 사려를 가
9) Roxin, 앞의 책, 12/2.
10) Lesch, “Dolus directus, indirectus und eventualis”, JA 1997, 802. 독일에서 고의와 목적 개념을
구별하는 견해는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Gehrig, Der Absichtsbegriff in den
Straftatbeständen des Besonderen Teils des StGB (Duncker & Humblot, 1986), 18.
11) Jerouschek․Schild․Gropp (Hrsg.) Benedit Carpzov (Tübingen 2000), 37. 최준혁, ｢상상적 경합
의 개념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 뺷법사학연구뺸 제58호(2018), 349
면도 참조.
12) 가츠다 아리츠네․모리 세이이치․야마우치 스스무 편저(문준영․성중모․조지만 번역), 뺷개설 서
양법제사뺸, 민속원, 2020,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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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공격을 행하는 자는 항상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다. 반면, 고의를 가지
고 행위하는 자가 항상 살해의 사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며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 통상 형벌을 받을만한 살인의 경우 항
상 고의적인 사려가 필요하다. 살해의 사려를 가지고 타인을 살해한 자와 마찬가지
로, 살해의 사려는 없으나 고의에 의하여 보통 사망이 야기될 수 있는 공격 및
상해를 가한 자는 고의적인 사려를 가진 자로 간주된다.’

－뺷제국 작센 형사 신실무뺸 논제 27 제8절13)

이 설명에 대하여 뺷개설 서양법제사뺸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다.14)
카르프초프는 고의살인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과실치사 및 우연한 결과로서의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례에 관하여 카롤리나 형사법전 제146조에서 들고 있는 예시
를 그대로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일차적으로 카롤리나 형사법전에
의거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위에서 그는 카롤리나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고의’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강하는 것으로 주석학파의 이론과 카
논법에 관한 이론 및 당시 이미 유럽의 넓은 영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스페
인의 법학자 코바루비아스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

이 글은 위의 인용문의 설명이 간략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의의 고물상’을 뒤져보려는 시도15)이다. 위 인용문에는 고의를 지
13) 이 책은 1635년에 발간되었으며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모두를 다루고 있으나, 방법론적 측면에
서는 그 이전의 독일법학의 성과와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Schmidt,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htspflege, 3. Aufl. (Vandenhoeck & Ruprecht, 1965), 154f.
즉, 카르프조프가 실무의 필요성에 부응하려고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그의 고의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Schaffstein, Die allgemeinen Lehren vom Verbrechen in ihrer Entwicklung durch
die Wissenschaft des gemeinen Strafrechts (Berlin 1930), 118.
14) 가츠다 아리츠네․모리 세이이치․야마우치 스스무 편저, 앞의 책, 321면.
15) 과거의 논의로, 직접고의와 간접고의의 구별은 원래 versari in re illicita(의도는 하지 않았으나 예
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기)와의 관련 하에 설명되었다는 유기천, 앞의 책, 163면. 간접적 범의
(dolus indirectus)를 언급하는 헤겔(임석진 역), 뺷법철학뺸(지식산업사, 1996),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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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다른 개
념과의 구별을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6) 고의와 과실, 우연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때 고의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어떠한 사례를 어느 개념에 포섭했는가 등이 아래에서의 주된 쟁점이다.17)

Ⅱ. 고의 개념의 변화
1. 로마법에서의 설명
현대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근원은 로마법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18)
유명한 예로 원수정기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재위 117~138)는 “In Maleficiis
Voluntas Spectatur, Non Exitus”(형사범죄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가 중

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학설휘찬(Dig. 48, 8, 14)에 실려 전해진다. 비록
고대에는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망 등 발생한 결
과에 따라 책임을 졌고 이러한 모습은 12표법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
았다.19) 예를 들어 12표법의 제8표 2.는 “SI MEMBRUM RUPSIT, NI
CUM EO PASIT, TALIO ESTO”(어떤 자가 (타인의) 肢體를 불구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피해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동해보복을 한다)고 규정하였다.20)
16) 뺷개설 서양법제사뺸의 저자들이 ‘사려’라고 번역한 animus를 Mommsen, Römisches Strafrecht,
1899 (Reprint 2010), 86은 의도(Absicht)라고 번역하며, Schaffstein, 앞의 책, p.108; Lesch, 앞의
글, p.803도 같다. 목적지향성이라고 번역하는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Feuerbachs Bayerisches Strafgesetzbuch (Mohr Siebeck 2014), 243도 참조.
animus를 Bruß, Lateinische Rechtsbegriffe, 2. Aufl. (Haufe 1999), 18은 의도(Absicht), 의욕
(Wille), 고의(Vorsatz)로 번역한다. 같은 단어에 대해 栥田光藏, 法律ラテン語辭典 (日本評論社,
1985). 28頁은 의사(意思), 마음(心), 심소(心素), 결의(決意), 정신(情神), 의식(意識), 감정(感情),
정조(情操), 지력(知力), 재주(才), 의견(意見), 판단(判斷), 기질(氣質), 기백(氣魄), 기개(氣槪), 생
명(生命), 이성(理性), 욕망(慾望), 영혼(靈魂), 정혼(精魂) 등을 열거한다.
17)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II. Band 2 (Leipzig 1916), 639.
18) Jescheck․Weigend, Strafrecht Allgemeiner Teil, 5. Aufl., 1996, S. 292.
19) Mommsen, 앞의 책, p.85.
20) 12표법의 번역은 최병조, 뺷로마법연구(I)뺸(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5면. 이 조문에 대해 빈딩
(Binding)은 법률이 범죄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그러한 범죄에서 악의(do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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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미 왕정시대부터 살인과 방화에서 범인의 고의와 우연한 사정을
구별하고 형사책임의 귀속을 달리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21)
로마형법은 인간의 행위를 고의(dolus)와 우연한 사정(casus)으로 구별하
였다. 고의란 법률에 위반하는 의욕(gesetzwidriger Wille)을 말한다. 법률에
위반하는 의욕을 하기 위한 전제로 위법성과 관련된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령 친족관계인지를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다면 근친상간이 아니라
고 설명하였으며, 사실의 착오는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인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인지를 불문하고 고의를 조각하였다.22) 살인 또는 절도죄 등을 규정한
개별법률에서의 의도(animu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입법이 아니라 학
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의도 이외에도 고의나 악의(dolus malus),23) 위
법함의 인식(siens dolo malo)24)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샤프슈타인
(Schaffstein)에 따르면 로마법에서의 고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좁

은 의미, 즉 법학적 의미에서의 고의는 의도이며 이는 보통법시대의 직접고
의 사례를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고의 개념은 행위자가 의도하
지는 않았으나 행위의 개연적 결과로서 의도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후의 이탈리아 주석학파의 이론 또는 뵈머
(Böhmer)의 간접고의 설명은 이와 연결된다는 것이다.25) 소송법적으로는 흉

기나 범행도구 등 범행의 정황에서 고의를 추정할 수 있었다(dolus ex re).
그러므로 칼을 뽑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animus occidendi)의 증거가 되었으

21)

22)
23)
24)
25)

malus)가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보았다.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IV.
Band (Leipzig 1919), 17. 같은 생각으로 Joecks․Miebach (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3. Aufl. (C.H.Beck 2007), § 15 Rn. 43 (Duttge).(아래에서는 이 책은
MüKoStGB/Duttge로 인용한다).
조규창, 뺷로마형법뺸(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76면. 왕정시대에 누마왕의 법률에서는 살인죄의 주
관적 요건으로 단순한 살인의 인식(siens)만이 아니라 고의(dolus)가 요구되었다. 조규창, 앞의 책,
134면; Stuckenberg, Vorstudien zu Vorsatz und Irrutm im Völkerstrafrecht (De Gruyter 2007),
508.
Mommsen, 앞의 책, p.86; Robert von Hippel, Deutsches Strafrecht Band 2, 1930(reprint 1971),
300.
dolus가 이미 비난의 뜻이 있으며 malus는 단순히 강조의 의미이다. Mommsen, 앞의 책, 87면.
조규창, 앞의 책, 83면은 이 단어를 단순히 ‘고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Schaffstein, 앞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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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가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코르넬리우스법으로 처벌되었다.26)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는 의도적인 행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책임형식은 고의에 한정되었고, 결과의 야기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
연’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으며 이는 운명(fortuna)이라고 간주되었다.27)
사범죄(delita privata)인 손괴죄에 대해서 12표법은 몇몇 사례만을 사안별로
규정한 반면 기원전 287년의 아퀼리아법은 이들 규정을 통합하였으나28) 아
퀼리아법의 손괴죄도 고의범으로 제한되었다.29) 그러나 이 법원(法源)에 대
한 이후의 해석에서 고의가 없는 행위에서도 피해(injuria)가 있다고 보기 시
작하였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살인죄나 방화죄 등 일부의 범죄가
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 판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30) 특히 방화에서는, 우연한 사정이나 불가항력사유로 인
한 화재에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세
심한 주의를 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단 실화에 대해서는 아퀼리아법상의 배
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하였다.31) 그리고, Gaius I, 9, D,
47, 9는 행위자가 뻔히 알면서(sciens prudensque) 또는 우연한 기회에, 즉

주의의무의 해태로(casu, id est negligentia) 방화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였
다.32) 그 이후 학설에서 우연과 구별되는 개념인 과실(culpa)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고, 과실은 세 가지(culpa levissma: 매우 경미한 과실/culpa levis: 경
미한 과실/culpa lata: 중과실)로 구별되었다.33)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인 중과실은 사범죄에서는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었
26)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Feuerbachs Bayerisches Strafgesetzbuch,
243.
27) MüKoStGB/Duttge, § 15 Rn. 44.
28) Waldstein․Reiner, Römische Rechtsgeschichte, 10. Aufl. (C.H.Beck 2005), 12/24.
29)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IV, 38.
30) 공범죄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중재판으로 제재되

는 범죄라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구성된 개념이며 사범죄는 사법상의 불법행위로 원수정기에 공범
죄와 대응하여 구성된 개념이다. 조규창, 앞의 책, 17면 이하.
31) 조규창, 앞의 책, 390면.
32)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IV, 16.
33) MüKoStGB/Duttge, § 15 Rn. 44. 과실의 종류 구분에 반대하는 견해로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II. Band 2,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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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공범죄에서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었다.34)

2. 게르만법의 설명
로마법과 비교하여 게르만족 형법의 특징은 외부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따
라 형벌이 가해진 점이며,35) 중세시대까지도 고의와 과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다만 게르만법은 오늘날의 고의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와 우연범죄(Ungefährwerke)를 구분하였다. 우연범죄란 결과가 의
도적으로 야기되지 않은 경우, 즉 결과의 발생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범죄의
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형벌을 감경하였다.36)
고의인지 우연범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행위자의 생각이 무
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기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경험 또는 법률경험에
비추어볼 때 고의 또는 우연에 연결시킬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하
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37)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범행을 은
폐하려고 시도하였다면 모살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반면 개별사안에서의 행
위자의 실제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대들보가 떨어지도록 설치해
놓은 함정에 피해자가 맞았다면 단순한 우연범죄로 판단하였다. 그 후에는
의도된 행위와 의도되지 않은 행위를 구별하였으며, 의도(Absicht)는 ‘의도를
가지고’(mit Willen) 또는 ‘정을 알면서’(wissentlich) 등으로 표현되었다.38)
의도되지 않은 행위는 의도된 행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였으나, 이는 개별범
죄에 규정되어 있을뿐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의도
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부
34) Schaffstein, 앞의 책, 146면; Stuckenberg, 앞의 책, 510면. 중과실은 공범죄로 처벌이 가능했다는
설명으로 MüKoStGB/Duttge, § 15 Rn. 44.
Schaffstein, 앞의 책, 146면은 중과실 개념을 통해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한다.
35) Jescheck․Weigend, 앞의 책, 292면.
36) 박상기, 뺷독일형법사뺸(율곡출판사, 1993), 39면. 이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한 것은 프랑크시대이다.
Robert von Hippel, 앞의 책, p.300.
37) Gehrig, 앞의 책, p.12.
38) Robert von Hippel, 앞의 책,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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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황에 기인하였다. 예를 들어, 짐마차가 다른 사람을 친 사건에서 마부가
짐마차의 말 위에 앉아 있었거나 짐마차 쪽에 서 있었다면 우연범죄이나 마
부가 마차 위에 앉아있거나 서 있었던 경우는 의도된 행위라는 것이다.39)

3. 카논법에서의 설명
카논법은 12세기부터 죄(peccatum)와 구별되는 범죄(crimen) 개념을 형성
하였다고 하나, 범죄책임의 가치의 본질은 죄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책임개념은 동일하였다. 카논법에서의 귀속의 본
질은 인간의 책임의 전제로서의 의사자유이다. 비록 초기 카논법은 의도되지
않은 행위, 특히 살인도 무제한적으로 귀속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우구
스티누스에 따르면 의도적으로(willentlich) 나타난 것만 죄가 될 수 있다.40)
사망이 법률적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결과였다면 귀속할 수 없다
고 본 초기 카논법의 견해에 9세기부터는 필요한 주의가 흠결되었다면 귀속
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졌다.
카논법의 논의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
기’(versari in re illicita)가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
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기’는 최초에는 결과책임의 제한원리였으나 결과책임
을 인정하는 내용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카논법의 귀속원칙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사망에 대한 책임판단은 결과를 야기한 행위의 법적
또는 도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면
그 자체로는 우연적이라고 하더라고 결과는 항상 귀속되며, 허용된 행위였다
면 행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결과가 귀속된다는 것이
다. 13세기부터 이 내용은 카논법의 확립된 원칙이 되었고 그 후의 형법에
영향을 주었다.41)
39) Schmidt, 앞의 책, p.71.
40) Stuckenberg, 앞의 책, p.517.
41) Stuckenberg, 앞의 책,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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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법에서의 설명
1) 계수

보통법시대의 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규형과 특별형의 구별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정규형(poena ordinaria)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개별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었으며 신체형과 사형이 가능하였다. 반면 특별
형(poena extraordinaria)은 법률에서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가
벌적인 행위지만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에 가해지는 형벌이었다.42)
특별형은 중세후기의 재판실무와 이탈리아의 후기주석학파의 학설에 의해
생성되어 독일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과거 로마시대의 형사재판이 갖는 경직
성을 완화한 특별심리절차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보통법이나 란트법
에서의 형벌이 절대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자가 통상적이라고 인정하는
사건에만 제한해 적용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통상
의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정규형이 대부분 사형43)이었기 때문에 실
무상 특별형은 형벌의 감경이 일반적이었다. 정규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구
약성서나 카롤리나 형법전44)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백 또는 유효한
두 증인의 증언 등 완전한 증거가 요구되는 반면, 특별형의 선고를 위해서는
정황증거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중세 이탈리아 형법학의 내용을 받아
들인 것이다.45) 당시 이탈리아 도시들의 법률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대
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주석학파와 후기 주석학파
학자들은 고의를 요구하던 로마법의 설명을 법률해석에 끌어들였으며, 법률
42) 이하의 설명은 박상기, 앞의 책, 142면. 특별형은 혐의형(Verdachtstrafe)과 구별된다.
43) 다만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전에서는 사형과 사슬구금형이 절대형이었다. 최준혁, 앞의 글, 349면.
44) Volk, “Dolus ex re”, Festschrift für Arthur Kaufmann, 1993, 614. 자유심증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Schmidt, 앞의 책, p.172도 참조.
45) Schmidt,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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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에 엄격하게 종속되는 상황에서도 로마법에 따라 정규범은 고의범에 한
정하며 과실범은 중과실로 한정하면서 특별형으로 처벌하려고 해석하였
다.46) 도덕철학 및 카논법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모든 책임은 의사책임
(Willensschuld)로 이해되었으며 고의의 특징은 의도의 결여(voluintatis
vitium)인 반면 과실의 특징은 인식의 결여(intellectus ac memotiae vitium)

으로 그것이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고(nihil volitum nisi cognitum)이라고 설
명하였다.47)
다만 로마법에서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행위자
에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즉, 구성요건적 결과에 관련된 목적지향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
면 피고인이 자신은 그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고의
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48)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하
나는 형사소송법적인 해결로 주석학파의 학자들이 설명한 추정된 고의(dolus
praesemptus)이다. 법정증거를 통해 완전히 입증된 고의인 실제의 고의
(dolus verus)와 대비되는 이 개념은 정황증거에 기반하여 추정된 고의를 의

미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그에 대해 반대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가령 살인
의 추정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성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는 않았는데, 후기주석학파 학자들은 추정된 고의 사안에서는 정규형이 아니
라 특별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49) 당시 증거획득방법
으로 인정된 고문을 통해서도 가령 상해할 의도는 있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행위자가 진술할 경우, 혐의에 대한 여러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규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다.50)
46)
47)
48)
49)

Stuckenberg, 앞의 책, p.503, p.533.
Schaffstein, 앞의 책, p.110.
Gehrig, 앞의 책, p.13.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앞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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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주석학파와 그 이후의 학자들은 실체법적인 해결방법으로 고의의 개
념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며 그 입장은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바르톨루스 원칙(Doctrins Bartoli)이다. 15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학설이었고 16세기에도 폭넓게 인정된 이 견해는, 특히 폭력범죄 등에서 행
위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위의 개연적인 또는
통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전제는
애초에 의욕한 결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이러한 고의귀속 이
론은 이 견해를 주장한 바르톨루스의 이름을 따서 바르톨루스 원칙이라고 불
렸으나51) 이 원칙은 결과가 처음부터 의도되지 않았거나 의도되었다고 입증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정규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지 고의
의 개념을 확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고의의 개념
또는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설명은 아래에서 다룰 일반고의 이론과 간접고의
이론이다.52)
일반고의(dolus generalis 또는 dolus in genere) 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의
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기’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행위자가 특정한 범행의 결과의 야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적인 고의귀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인 여성과 성
교한 자는 상대방 여성이 혼인 중이라는 인식이 없어도 간통죄로 처벌된다고
하여, 특정한 결과에 대한 의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일반적으
로 고의로 행동하였다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여 고의가 의도된 결과뿐만 아니
라 다른 허용되지 않는 결과에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이다.53)
뺷개설 서양법제사뺸가 지적하듯이 간접고의 이론은 16세기 스페인의 법학
자인 코바루비아스의 ‘vonluntas indirecta’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54) 코바루
50) Schaffstein, 앞의 책, p.108 이하.
51) Stuckenberg, 앞의 책, p.538. 반면 Baldus 등은 행위자가 의도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실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Schaffstein, 앞의 책, p.109.
52) Schaffstein, 앞의 책, p.94; Stuckenberg, 앞의 책, p.503.
53) Gehrig, 앞의 책, p.13; Schaffstein, 앞의 책, p.111; Stuckenberg, 앞의 책, p.542. 이 논의는 주로
상대방을 혼동한 경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Stuckenberg, 앞의 책, p.539) 주석학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카르프조프 이후 독일학설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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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스에 의하면, 위법한 결과를 실현시킬 의도로 노력한 자는 직접고의로
행위한 것이다. 반면 상해를 목표로 피해자를 세게 때려 죽게 한 행위자에게
는 간접고의가 존재한다. 행위자는 비록 피해자의 사망을 목표로 하지 않았
지만 사망은 그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55) 의도는 범행계획에 기반해
서가 아니라 행위가 가지고 있는 침해의 잠재적 특성에 기반하여 평가된다는
것이다. 직접성 요건은 전체 상황에 기반하여 설명되는데 범행도구의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상해 역시, 세게 때린 행
위를 통해 사망이 직접 야기되었다면 모살(homidicium voluntarium)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의도도 간접적이면서 우연적(indirecte et
per acciden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도가 애초에 피해자의 사망을 목표

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망이 우연한 결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르톨루스 원칙과 간접고의 이론은 행위자가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행위의 결과가 아주 비개연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결과를 행위자에
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간접고의 이론은 의도된 고의만
귀속가능하다는 설명의 범위를 좁힌 반면 바르톨루스 원칙은 행위자의 침해
의도가 유일한 귀속의 근거라는 원칙을 포기하였다는 이론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차이는, 코바루비아스는 간접고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
임이 경미하다고 보아 특별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바르톨루스
원칙은 정규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이다.56)
과실에 대해서 이탈리아 학자들은 고의만큼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과실을 상황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해태로 정의하면서 로마법시대의 구별을
다시 끌여들여와서 설명하였다. 刺殺에 관한 코르넬리아법57)에 규정된 범죄
54) 코바루비아스는 간접고의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에 기반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다만 그는 고의(dolus)나 과실(culpa)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voluntas directa/voluntas
indirecta와 처벌되지 않는 casus를 구별하고, voluntas directa에는 정규형, voluntas indirecta의 경
우에는 특별형이 부과된다고 설명하였다. Stuckenberg, 앞의 책, p.540 이하.
55) Yu-an Hsu, “Die Lehre von der Vorsatzgefahr und Dolus indirectus”, Festschrift für Ingeborg
Puppe, 2011, 541.
56) Gehrig, 앞의 책, p.14; Schaffstein, 앞의 책,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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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는 고의로 저지른 경우보다 감경해야 한다는 설명이
통설이었고 바르톨루스나 발두스 등의 지배적인 입장은 이러한 감경을 다른
범죄에도 확대하였다.58) 매우 경미한 과실과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처
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었으나, 실무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59)
2) 카롤리나 형법전

카롤리나 형법전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했으나, 행위자가 범행을
언제 의욕60)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과실을 고의 및 우연과 구별되는 책임형식으로 파악하고 제134조, 제146
조, 제180조에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61) 이중에서 뺷개설 서양법
제사뺸가 언급하고 있는 제146조는 과실치사에 관한 조문으로 ‘들떠서 또는
부주의하게’(aus geylheyt oder unfärsichtigkey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과실
이 인정되는 전형적 정황을 기술하였고, 학설휘찬의 예를 제시하였다.62) 그
러나 이 조문은 우연한 사망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면책되며 행위자가 처벌될
때에도 처벌의 정도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학설의 논의대상이 되었다. 즉, 과실범은 정규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 중 어느 경우에 특별형을
과하면 적절한지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
의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학설에서는 과실의 개념과 고의/과실의 구별, 주석
학파에서 유래한 과실의 정도, 과실범의 처벌 여부와 그 정도가 논의되었
내용에 관한 설명은 조규창, 앞의 책, 201면.
Schaffstein, 앞의 책, p.147.
MüKoStGB/Duttge, § 15 Rn. 47; Schaffstein, 앞의 책, p.147; Schmidt, 앞의 책, p.174.
카롤리나 형법전은 의욕에 대해 bosshaftig, geverlich, fürsätzlich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Schaffstein, 앞의 책, 107면.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고의가 결과, 즉 법익침해를 목표로 하는 의도
(Wille)임을 명백히 했다는 설명으로 Schmidt, 앞의 책, p.118.
61) Schaffstein, 앞의 책, p.147.
62) MüKoStGB/Duttge, § 15 Rn. 49; Schroeder (Hrsg.), Die Peinliche Gerichtsordnung Kaiser
Karls V. (Carolina) (Reclam 2000), 180.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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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우연에 대해서도 주석학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casus fotuitus)과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상할 수 있었던 우연(casus improvisus)을 구별
하여 후자는 과실범이라고 설명하였다.64)
3) 카르프조프의 설명

카르프조프 이전의 독일학자들은 고의에 대하여 어떤 독자적인 설명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바르톨루스 원칙이나 코바루리아스의 설명을 인용하는 정도
에 그쳤다.65) 그러나, 카르프조프는 간접고의 이론을 독일에 ‘도입’하였다고
평가되며 그의 설명은 19세기까지의 독일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
다.66)
뺷제국 작센 형사 신실무뺸에서 카르프조프는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험한 범행이 있었던 경우를 정규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뺷개설 서양법제사뺸 도 약간 언급하고 있듯이 로마법, 아리스토텔레스,
카롤리나형법 제146조, 주석학파와 후기주석학파 학자들의 견해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67) 고의에 대한 카르프조프의 설명
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68)
(논제 1 28절) 마찬가지로 다음의 내용은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다. 즉

칼로 타인을 찌른 자에게 비록 그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자신의 의도를 넘어
치명적인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였다면, 타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규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나는 (앞에서 언급한 저
자들의) 판단이 법률과 이성에 합치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칼로 찌른
자에게 단지 상처입힐 의도만 있었다고 해도 칼이나 살해에 적합한 다른 도구를
63)
64)
65)
66)
67)
68)

Schaffstein, 앞의 책, p.147 이하; Schmidt, 앞의 책, p.118, p.173.
Schaffstein, 앞의 책, p.156.
Stuckenberg, 앞의 책, p.557.
Schaffstein, 앞의 책, p.118.
Stuckenberg, 앞의 책, p.557.
원문과 독일어번역은 Puppe, Strafrechtsdogmatische Analysen (Bonn University Press 2006), 249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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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확실하고 정확하게 상처만을 입힐 수는 없다는 점을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그의 고의는 칼로 찌르는 행위에 연관되었고 고의로 칼로 찌르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야기된 결과 모두에 연관되었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절) 첫째.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원인이 통상적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범죄의 결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자신의 의도와 의욕
을 넘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쉽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했음이 개연적이거나 의심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했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학자들은) 집에 불을 지를 생각
을 하고 그렇게 행위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방화의 결과 다른
집이 불에 탔다면 방화한 자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불은 이웃집
으로 옮겨붙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0절) 그러나 이러한 고의로 타인을 칼로 찌른 자가, 상처가 특정한 정도로

가해질 수 없고 대부분 상처로부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그가 알았으므
로, 무엇인가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칼로 찌른 자에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의가 있다.
그가 칼로 다른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고의가 있고, 그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주어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설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도 고의가 있다. 범죄의 처벌을 위해 일반적 의미에서의 고의로 족하다는 점에 대
해서는…
(31절) 둘째.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자만이 의도적으로(willentlch) 살인하였다

고 보이지는 않으며, 상처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
면 의도는 살인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per se)이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우
연적인 것으로 연관된다. 고살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는 모살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이는 완전하고 고유한 고살의 악의이다. 고의는 간접적이거나 우연적으로도 살인
과 연관되는데, 아무리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으로부터의 발생에 대해서 고
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어떻게도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바루비아스와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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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아퀴나스는 이를 설명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면서 죄의 근거가 직접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무절제하게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 자의 고의는 직접적으
로는 무절제한 음주행위와 연관되지만 간접적이고 우연적으로는 무절제한 음주의
직접적인 결과인 명정상태에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32절) 이로부터 살인의 의도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의 두 가지라는 점이

도출된다. 살인의 의도로 타인을 공격한 자에게는 직접적 의도가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로부터 직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간접적 의도이다.
의도의 두 종류는 살인행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망의 결과가 직접 발생한 두
가지 고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예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카르프조프의 설명을 요약하면, 행위자가 ‘악의로’ 타인을 살해하였거나
타인을 중하게 상해하였고 그로부터 사망이 불가피하게 야기되었다면 행위
자는 고의로 행위하였다는 것이다. 즉 결과에 대힌 행위자의 인식은 간접고
의의 필수요건이 아니다.69) 그런데, 카르프조프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바르톨루스 원칙과 일반고의, 간접고의 이론을 모두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70) 28절에서는 바르톨루스 원칙과 카논법에서의 ‘의도하지 않았으
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기’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29절과 30절에서
는 당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일반고의 이론이 언급된다.71) 31절과 32절에
서는 간접고의가 등장하는데, 비록 카르프조프는 코바리우스와 토마스 아퀴
나스를 인용하면서 사망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의욕한 경우라고 설명하였으
나, 코바리우스가 이러한 사안을 특별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밝히
지 않았다.72)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야기’에 대해서
69) 이러한 설명을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은 실정법화하였다. Yu-an Hsu, 앞의 글, p.541.
70) Schaffstein, 앞의 책, p.119 이하; Schmidt, 앞의 책, p.172; Stuckenberg, 앞의 책, p.558; Jakobs,
“Gleichgültigkeit als dolus indirectus”, ZStW 114 (2002), p.591.
71) Schaffstein, 앞의 책, p.120에 따르면 카르프조프는 ‘일반고의’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72) Jakobs, 앞의 글, p.591; Schaffstein, 앞의 책, p.120; Stuckenberg, 앞의 책, p.558. 그리고 31절의
설명에 따르면 우연적이고 비정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고의 또는 간접고의도 미치지 않는데,

원인행위에 대한 의욕에는 결과에 대한 의욕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간접고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때 이러한 설명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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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직접적이고 필수적(immediate et necessario)이라면 고의범이며,
금지된 행위에서 우연한 경우(per accidens)라면 과실범이라고 보았다. 그런
데 카르프조프의 설명은 책임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의 설명은 우연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73)
4) 뵈머

독일에서 형법은 17세기 말이 되어서야 민법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74) 18세기 중반 뵈머는 카르프초프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고의의 문제에 관한 실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관점도
연결시켰는데,75)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관련성까지 최초로 요구한 사람이 뵈머이다.76) 뵈머는 의사책임
(Willensschuld)이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고의와 과실을 포괄하려고 시도하였

는데, 고의는 항상 특정한 고의(dolus specialis)여야 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살인을 의욕해야 한다고 보았다.77) 즉, 고의의
개념 및 고의와 과실의 구별을 위해서 뵈머는 의욕 개념을 사용하였다. 뵈머
는 1759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78)
그러나 특정한 원인을 의욕한 자는, 보통 불가피하다고 잘못 표현되지만 통상적
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다면 그 결과도 의욕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욕하지 않았다면 행위자는 오히려 그 반대를, 즉 통상적으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의도했다는 것인데 이는 건전한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신이라는 징표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의 이성은 어느 사실관계

73) Schaffstein, 앞의 책, p.149.
74) Rüping, in: Landau․Schroeder (Hrsg.), Strafecht, Strafprozess und Rezeption (Vittorio Klostermann
1984), S. 162.
75) Gehrig, 앞의 책, p.14.
76) Scheffler, “J.S.F. von Böhmer (1704-1772) und der dolus eventualis. - Kann der große Professor
der alten Viadrina dem heutigen Strafrecht noch etwas geben?”, Jura 1995, 356.
77) Schaffstein, 앞의 책, p.123.
78) 원문과 독일어번역은 Puppe, 앞의 책, p.25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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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정한 의욕, 즉 그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에 연결되고 예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특정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의욕을 인정하지 않아야, 그가 일관적이고
올바른 이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뵈머도 학자들이 논의하던 간접고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간접고의의 본
질을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필적으로 동의(eventuell eingewiligt)
한 것으로 보았다.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견하였다면 미필적 동의가 있으며, 뵈머에게 간접고
의와 미필적 고의는 동일한 의미이다.
뵈머의 설명은 그 이전의 설명과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뵈머
이전의 설명은 직접고의 개념을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의도(Absicht)로 한정
한 반면, 뵈머에 의하면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결과
의 불가피성을 예견한 경우도 직접고의이다. 다른 한편으로 카르프조프가 결
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지 않은
반면, 뵈머는 간접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이 요건을 요구하였다.

5. 간접고의 개념의 부정–포이에르바하와 그 이후의 상황
1) 포이에르바하

간접고의 이론에 대하여 교과서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입장은 클라
인(Klein)과 포이에르바하가 처음인데79) 그 이후의 논의에는 포이에르바하
가 큰 영향을 미쳤다.
포이에르바하는 보통법의 규범적 판단을 형이상학으로서 법의 영역이 아
니라 도덕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하였다.80) 그의 심리강제설
에 따르면 국가가 형벌로 위하하는 목적은 행위자의 욕구에 대한 반대동기로
79) Schaffstein, 앞의 책, p.131.
80) Lesch, 앞의 글, 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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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법은 형법으로서 유
효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유효성의 실체적 가능성은 범행의 방지로
근거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벌적인 행위는 의식적인 법률위반
이라는 의미에서의 의사결함(Willensfehler)이 있어야 하며,81) 이는 과실범에
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을 안다는 사실(Wissentlichkeit)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고 하였다.82)
그렇기 때문에, 고의(dolus: böser Vorsatz)는 법익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의지(의욕능력)의 결정이며 의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한
다.83) 이렇게 고의를 목적지향적인 의도로 파악하면 고의의 종류도 여러 가
지이기 어려운데 그는 고의를 확정적 고의(dolus diterminatus)와 불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dolus indeterminatus sive eventualis)로 구별하였
다.84)
범죄자의 목적이 오로지 발생한 범죄였던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고 그의 의도가 살해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의지가
오직 살해에서 유래한 경우이다.
그 범죄만이 범죄자의 목적은 아니었으나 범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였고
그로부터 범죄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범죄가 나타났고 범죄
자가 어느 범죄가 실현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의
범을 인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어느 특정한 개별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목표하
는 의도가 범죄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절대적 무관심과 결합되었다면 그 행위로부
터 유래한 범죄를 고려하여 고의의 근거가 된다.
81)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앞의 책, p.252 이하.
82) Stuckenberg, 앞의 책, p.567.
83) Robert von Hippel, 앞의 책, p.302. 고의에 대한 포이에르바하의 설명은 고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이해하는 것이다. Engisch, Untersuchungen über Vorsatz und Fahlässigkeit im Strafrecht, 2.
Aufl., 1930 (Reprint 1995), 88;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앞의
책, p.253. 고의를 ‘의도된 행태’로 좁게 이해하여 미필적 고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에 대하
여 Engisch, 앞의 책, p.89.
84) 이 표현에서 보듯이 간접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설명은
Stuckenberg, in: Koch․Kubiciel․Löhnig․Pawlik (Hrsg.), 앞의 책, p.253 이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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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이어바흐는 간접고의를 부정하였다. 범죄자가 자신이 실현시키
려고 한 법익침해와 관련해서는 고의(in dolo)가 있으나 자신의 의도가 없음
에도 발생한 법익침해와 관련해서는 과실(in culpa)이 있기 때문이며, 반대동
기로서의 형벌은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에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1800년에 “고의와 과실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
으로 나온 포이에르바하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자가 악의로(in einer vöser Absicht) 행위를 하였고 그로부터 결과가 발생
하였으며 결과발생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그가 예견하였으나 스스로 원하지는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발생한 결과를 고의가 지향했다고 본다
면 그 사례 자체와 모순되며 해체시켜버리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왜냐하면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예견하였음에도 결과가 발원된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결과를 스스로 의욕했다는 점이 도출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전제로도 확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85)
1) 발생한 법익침해가 범죄자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가 법익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고의 개념은 적용할 수 없다. 2) 범죄자는
범행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를 심사숙고하였으며, 이에 대
해 범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그의 의도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간접적 의도란 생각할 수 없다. 의도된 것은
의지의 목적이어야 한다. 욕망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도라고 말하
는 것은, 그 사람이 의도하면서 동시에 의도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전혀 생각할
수 없다.86)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간접고의 개념은 그 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
데 간접고의 개념의 기본적인 생각은 포이에르바하의 비판으로도 손상되지
않는데 이미 보았듯이 보통법이론에서는 의도(animus)와 고의(dolus)를 엄
85) Puppe, 앞의 책, p.252에서 재인용.
86) Lesch, 앞의 글, p.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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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고 섬세하게 구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법이론은 고의를 의욕
(voluntas)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이와 연결해 간접적 의욕(voluntas
indirecta)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심리적 의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

고 사실 간접고의 개념에 대한 포이에르바하의 모든 비판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하도 발생한 결과가 의도되지 않은 모든 사안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포이에르바하는 이 사안을 직접적 고
의인 과실(culpa dolo determinata)이라고 부르면서 고의와 과실과 구별되는
세 번째 책임형식으로 설명하였으나87) 불확정적 고의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88)
2) 포이에르바하 이후

독일구형법이 제정되는 1870년대까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고의를
설명하였다. 하나의 예로 현재는 목적적 행위론 이후 고의와 과실을 구성요
건 단계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
로 루덴(Luden)이 1840년의 책에서 헤겔의 영향을 받아 고의와 과실이 범죄
의 본질적 표지로 ‘주관적 구성요건(subjectiven Thatbestand)’이라고 표현하
면서 총론상의 구성요건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한 것은, 당시에는 급진적이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9) 또다른 예로 19세기 중반 배흐터(Wächter)는 고
의를 법률이 보호하는 관련이익의 침해를 지향하는 의도(Wille)로 정의하였
다. ‘형법의 영역에서 고의는 형법적인 불법의 실현을 지향하는 의도’이며 범
87) 고의와 과실 사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포이에르바하가 설정한 이 개념은 오늘날의 결과적 가
중범에 해당한다. Puppe, 앞의 책, p.252; Jakobs, 앞의 글, p.589. 그러나 포이에르바하의 교과서
를 이어받은 미터마이어(Mittermaier)도 이 개념을 비판하였고 고의와 과실 개념 사이의 공백을
오늘날의 미필적 고의인 dolus alternatives 개념을 변형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Puppe, 앞의 책,
p.252).
88) 그는 교과서 초판에서는 이 사안을 불확정적 고의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4판
부터는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Stuckenberg, in: Koch․Kubicie
l․Löhnig․Pawlik (Hrsg.), 앞의 책, p.255. 그리고 포이에르바하가 기초한 1813년의 바이에른형
법전은 제44조에서 고의의 추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Gehrig, 앞의 책, p.16.
89) 강수경, ｢형법학에서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전개－벨링(Ernst Beling)과 그 이전의 구성요건이론
을 중심으로｣, 뺷법사학연구뺸 제60호(2019), 292면. 루덴의 설명에 대해서는 Stuckenberg, in:
Kubiciel․Pawlik․Seelmann (Hrsg.), Hegels Erben? (Mohr Siebeck 2017), S. 155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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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구성요건의 요소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
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모든 사실적인 요소에 행위자의 의욕이 미쳐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흐터의 설명은 형법에서의 고의의 정의 및 내용에 관
한 당시의 일반적인 설명과 같은 입장이다.90)
즉, 학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포이어바흐의 입장을 따라
고의를 구분하였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포이어바흐가 논파한 간접고의 개념
은 오늘날의 미필적 고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91)

Ⅲ. 맺으며
보통법시대에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
전된 개념으로 19세기 독일형법학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
는 간접고의 개념92)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고의 개념
이 어디에서 유래하였으며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구별되었는지에 대한 앞에
서의 논의는, 고의 개념의 분류가 고의에 대한 정의, 고의와 과실(및 우연)의
구별, 고의의 입증방법, 고의범에 대한 처벌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요건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라고 정의하
나, 인식과 의욕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고의의 개념과 고의의 입증이라
는 두 측면의 구별은 유동적이다.93) 카르프조프의 사례를 살인죄로 처벌해
야 한다는 결론이 전적으로 옳다면94)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 대한 인식설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고의의 인식대상이 가중된 위험인지, 고의와 목적은 어
떻게 구별할 것인지,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을

90) Jungemann, Carl Georg von Wächter(1797-1880) und das Strafrecht des 19. Jahrhunderts
(Duncker & Humblot 1999), S. 160f.
91) Robert von Hippel, 앞의 책, p.303.
92) Puppe, 앞의 책, p.246; Lesch, 앞의 글 p.803.
93) Jakobs, 앞의 글, p.589.
94) Jakobs, 앞의 글, p.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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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나, 적어도 간접고의 이론이 역사적
의미만 있으며 지금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낡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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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Über den Begriff ‘Dolus Indirectus’ von Carpzov

CHOI, Jun Hyouk*
95)

In diesem Aufsatz geht es um einen kurzen Versuch, den Begriffs 'dolus
indirectus' von Carpzov mit historischen Überblick darzustellen.

Im römischen Strafrecht unterscheiden sich dolus, culpa und casus. Dolus
ist als Wollen der Erfolgsverwirklichung zu verstehen, allerdings dessen Wesen
ist kein Gegestand der Abstraktion durch Wissenschaft, sondern von Fall zu
Fall zu entscheiden.
Dem germanischen und auch dem mittelalterischen Rechtdenken waren die
abstrakten Begriffe von Vorsatz und Fahlässigkeit noch nicht bekannt. Die
Lehren des gemeinen Rechts zu diesem Thema knüpfen sich an die spätlichen
Quellen des römischen Strafrechts an, entwickeln sie unter Einbeziehung des
kanonischen Rechts weiter und versuchen, durch Formulierung abstrahierender
Regeln der Kasuistik eine gewisse Ordnung zu geben. Aber der Dolusbegriff
des gemeinen Rechts litt unter zwei grossen Defekten, zum einen war er
materiellrechtlich zu eng, zum anderen war in denem immanent mit
prozessualen Problem, also trotz Folter schwer zu beweisen. Vorschläge für
dieses Problem richten sich auf Ausdehnung von Vorsatzbegriff bei
Postglossaten: Doctrins Bartoldi, dolus generalis und dolus indirectus.

* Professor in INHA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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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utschland wurde die Lehre vom dolus indirectus durch Carpzop
eingeführt. Nach seiner Lehre ist die poena ordinaria von Tötungsdelikt nicht
nur auf diejenigen Fälle zu beschränken, in denen es dem Täter auf die
Herbeiführung des tödlichen Erfolgs angekommen war, sondern diese Strafe
auch dann verhängen zu können, wenn der Täter nur eine Verwunderung hatte
zufügen wollen, diese aber notwendig zum Tode führen musste oder doch
möglicherwerise dazu führen konnte under der tödliche Erfolg tatsächlich
eingetreten war. Zur Begründung bediente Carpzov aller drei Erweiterung des
römischen Dolus-Begriff.
Böhmer hat diese Lehre weiterentwickelt und betont, dass zur Annahme
dolus indirektus das Bewusstsein des Täters von der Mö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und die eventuelle Einwilligung in den Erfolg maßgebend sind.
Dagegen

Feuerbach

definiert

den

Dolus

als

Bestimmung

des

Begehrungsvermögens zu einer gewissen Rechtsverletzung als Zweck mit dem
Bewußtsein des Gesetzwidrigkeit derselben. Der Dolusbegriff war als dolus
determinatus und dolus indeterminatus zergliedert und dolus indirectus war
abgelehnt. Der Gegenstand seiner Ablehnung war jedoch auf das Konzept
beschränkt und die Themen, die von diesem Konzept erwähnt wurden, wurden
in andere Konzepte umgewandelt und wurden weiterhin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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