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도자가 아닌 관련자의 방조 책임 관련 판결 몇 가지 – 형사책임 고의 요건 및 민사책

임 과실 방조 인정 기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

의가 있어야 하나,  

 

(2)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3)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

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4)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

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호 판결). 

 

(5)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

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

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

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6)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

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

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8)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