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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살인의 죄

01.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경위이하, 13. 경정ㆍ경감]

①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다.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

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cm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없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가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 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

의 고의가 있다.

① (○) 대법원 2000.08.18. 2000도2231

② (○) 대법원 2002.02.08. 2001도6425

③ (×)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

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０7.21. 87도1091)

④ (○) 대법원 1991.10.22. 91도2174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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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경위이하, 14. 경정ㆍ경감]

①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

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실상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

죄가 성립한다.

④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

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07.25. 97도1142)

② (×)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

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02.08. 2001도6425)

③ (○) 대법원 1990.03.10. 69도2285

④ (×)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범행의 도구로 사용

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

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7.02.25. 96도3364)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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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경위이하, 15. 경정ㆍ경감]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없다.

③ 甲은 여자친구 乙과 함께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乙의 전 남자친구 丙이 차를 가로막으며 “乙이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주었는데 丙이 라이터를 주워들고 머뭇거리다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甲은 자살방조죄로 처

벌된다.

④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

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자살교사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①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09.09. 80도1731)

② (○) 대법원 2007.06.29. 2005도3832

③ (×) 피고인 1이 18L들이 석유 2통을 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을 자신

이 있으면 죽어라.”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 →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죄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1997.02.11. 96도2964)

④ (×)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

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

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1987.01.20. 86도2395)

정답 ②

04.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경정ㆍ경감]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

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 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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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

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02.08. 2001도6425)

② (○) 대법원 1991.10.22. 91도2174 

③ (○) 대법원 1997.07.25. 97도1142

④ (○) 대법원 1982.10.12. 81도2621

정답 ①

05. 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정ㆍ경감]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

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저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

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③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없다.

①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09.09. 80도1731) →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인죄

가 성립한다.

② (○) 대법원 1986.02.25. 85도2773

③ (○) 대법원 1997.02.25. 96도3364

④ (○) 대법원 2007.06.29. 2005도3832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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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위이하]

①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 부분에 맞아 조

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남자가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

고,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

살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만 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

시킨 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온 경우 甲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① (○) 대법원 1984.01.24. 83도2813

② (×)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남자가 살해한 경우 그 남자와 영아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

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0.03.10. 69도2285)

③ (○) 대법원 2010.04.29. 2010도2328

④ (○) 대법원 1994.12.22. 94도2511

정답 ②

07.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정ㆍ경감]

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없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

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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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법원 2007.06.29. 2005도3832

②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

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07.25. 97도1142)

③ (×)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

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02.08. 2001도6425)

④ (×)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한다.

정답 ①

08.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경위이하]

①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

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

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

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한다.

④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 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①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

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02.26. 2008도9867)

②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09.09. 80도1731)

③ (×)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06.10. 2005도1373)

④ (○) 대법원 1991.10.22. 91도217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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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01.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경위이하, 13. 경정ㆍ경감]

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

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없고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③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 대법원 1990.02.13. 89도1406

②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

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01.10. 

2000도5716)

③ (○) 대법원 2003.01.10. 2000도5716

④ (○) 대법원 2009.09.24. 2009도6800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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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중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경위이하, 13. 경정ㆍ경감]

① 길이 150cm, 지름 7cm의 쇠파이프로 폭행한 경우에 ‘쇠파이프’

② 삽날 길이 21cm 가량의 야전삽으로 폭행한 경우에 ‘야전삽’

③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경우에 ‘당구큐대’

④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친 경우에 ‘그 칼의 칼자루’

① (○) 대법원 1999.11.09. 99도4146

② (○) 대법원 2001.11.30. 2001도5268

③ (○) 대법원 2002.09.06. 2002도2812

④ (×)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

다. (대법원 1989.12.22. 89도1570)

정답 ④

03. 다음 중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경위이하]

① 여러 시간 동안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② 부녀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음모(모간)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

③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④ 강제추행 과정에서 젖가슴을 움켜잡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압통과 종창으로 병원

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① (○) 대법원 1996.12.10. 96도2529

② (×)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

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

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

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03.23. 99도3099)

③ (○) 대법원 1996.11.22. 96도1395

④ (○) 대법원 2000.02.11. 99도4794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