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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法한 이야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보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

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듬직

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버지는 장을 보고 돌아가

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바로 ‘장가’라는 대기업의 장남인 ‘장근원’에 

의해서 였습니다. 

장근원의 아버지는 아등의 죄를 덮고, 기업

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그의 아

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대신 물게 합 

니다.  

여기서 잠깐!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책임을 

대신 물게 하는 행위는 어덯게 처벌받을

까요? 

이러한 범죄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라고 

일컫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란, 쉽게 말해 잘못을 타인

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죄

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로 알아보는 ‘범인도피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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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

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

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

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

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

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신호위

반으로 인한 충돌사건을 본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

결〉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

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

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

립 여부(적극)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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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

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

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

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

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적극)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

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

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

사죄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

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구 형

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

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명백히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1.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도피죄와 같은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을 받을 수 있다

는 점,

2. 더불어, 교사범의 행위는 법률,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와 체포, 재판 등의 법적 절차

를 방해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엄중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