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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최근 대법원은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죄판
결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통하여 해당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외국에서 무
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내지 직접적용을 통해서 외국에서 당한 미결
구금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고, 국제교류가 증가함
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증가할 것이므로 외
국에서의 미결구금 및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물론 미결구금을 포함하는 기타의 자유박탈
처분도 국내선고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형법 제7조를 필요적 감
면으로 규정하는 재개정안과 필요적 산입으로 규정하는 재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제시된 재개정안 중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은 물
론 기타의 자유박탈처분에 대해서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형법 제7조를 재개정하는 것이 미결구금일수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전혀 고려되
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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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유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 제
7조 재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몫이므로 재개정 문제를 다룰 때 현행 형법에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일사부재리원칙배제 조항 명문화 여부 및 형법 제57조 제1항과의 관
련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주제어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신체의 자유,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
형법 제7조의 적용 전면부정,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 국내선고형 산입, 형법 제7조 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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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리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죄판
결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통하여 해당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미결구금되었더라
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1)함으로써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
수는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종래의 입장2)을 재확인하고
있다.

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
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필리핀 현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 1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
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
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
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
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다)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면 이는 위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
형법 제7조의 문언상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
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법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형법 제7조가 국내외에서의 거
듭되는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이 자유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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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내지 직접적용을 통해서 외국에서 당한 미결
구금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고, 국제교류가 증가함
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증가할 것이므로 외
국에서의 미결구금 및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6년 개정된 형법 제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이를 처음으로 판단한 대법원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형법 제7조
의 입법연혁 및 개정경과 등을 살펴본 다음,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
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직접
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형법 제7조는 외국에
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외국에서 집행된 형으로 보아 이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검토결
과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비롯한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국내선고형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재개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형법 제7조 고찰
1. 형법 제7조의 입법연혁 및 개정 경과

형법 제7조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그리고 보호주의가 경합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
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SKKUP, 2015,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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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4)
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
리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범죄
인의 입장에서 보면 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을 받는 결과로 되어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7항5) 및

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8)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
여 국외범에 대한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9) 죄를 지어 외국
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10)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제정 형법 제7조는 이미 외국에서 처벌받은 자에 대하
여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1) 그러나 이 조문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12)으로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5호에 의
해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
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13)되었다.14)

4)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4조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6)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7) 이중처벌 금지는 법치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의 보호에 바탕을 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특별히 국가의 형벌권
을 기속하는 원리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허영, 한국헌법론 제4판, 박영사, 2004, 344면).
8) 김성돈, 형법총론(제4판), SKKUP, 2015, 115면.
9)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7, 86면.
10)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는 제
외된다(천진호, 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144면).
11) 제정 형법(제정 1953. 9. 18 법률 제293호)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형법 제7조 위헌사건 : 외국에서 실제 형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
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
건에 따라 임의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등 국내 법원에서 이
미 해당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3) 이를 필요적 감면이라 칭하는 견해(배종대, 제13판 형법총론, 홍문사, 2017, 91면)도 있으나, 필요적 산입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신동운, 형법총론[제10판], 법문사, 2017, 72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제9판 형법총론, 박영사, 2017, 50면).
14) 개정 형법(법률 제14415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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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7조 내용 분설

가. ‘죄를 지어’에서 죄의 의미
형법상 죄(罪)란 구체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기
술한 개별적 형벌법규를 자체를 의미한다는 견해15)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는 최소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개별형벌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로 이해한다.16)
다수설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로 이해
한다.17)

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
여 외국의 교정시설 등에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18)

다. 미결구금의 의미와 형의 집행과의 관계
(1) 미결구금의 의미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
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19)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
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
확정전의 강제처분이다. 미결구금일수는 구금당한 날부터 판결확정일전까지 실제
로 구금된 일수20)를 말한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미결구금21)이라는 용어와 함께 미결수용,22) 판결선고전 구
15) 조상제·원혜욱 “구성요건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33면; 한상훈, 형법개정에서 개
념정의의 필요성 - 공무원, 죄, 범죄, 친족, 특수매체기록을 중심으로 -, 법조 제680호, 법조협회, 2013, 20면.
16) 한상훈, 앞의 논문, 22면 및 30면.
17) 김성천 외, 제5판 형법총론, 소진, 2012, 54면;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67면; 임웅, 형법총론(제8
정판), 법문사, 2016, 83면.
18) 손동권·김재윤, 앞의 책, 63면; 장규원·강동욱,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99면.
19)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20)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5245 판결.
21) 군사법원법 제213조 제8항; 군사법원법 제524조 제3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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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 판결확정전 구금,24) 구속25)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26)
재판확정 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인 미결구금이 국가형벌권을 행
사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미결구금에 대해 보상하고,27) 유죄
법
제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28)

Legislation

(2) 형의 집행과의 관계
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명백하게 확인된 국가형벌권의 내용을 국가권
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것으로, 과거 행위에 대한 징벌과 장래를 향한 교화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9) 반면 미결구금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형벌집행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30)
구금의 집행과정에서도 노역에의 종사 여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 가
능 여부, 서신 비밀유지, 사복 착용의 허용 여부, 구금장소 변경시 법원의 허가 여
부 등 처우 및 감독 면에서 형의 집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미결구금은 자유형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을 집행
한 것과 유사한 효력이 있다.31) 또한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을 위한 구금은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현실적으로 양자는 수용의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군사법원법 제68조의4 제3항;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군에
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3) 이창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위헌성 인정 - 헌법재판소 2009.6.25.선고 2007헌바25, 법률저녈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42), 2017. 10. 27. 방문; 임웅, 앞의 책, 655면;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형법 제57조에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이하 ‘미결구금일수’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형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73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524조 제1항 및 제5항.
24) 군사법원법 제524조 제2항.
25)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69조.
26) 최병문,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교정연구 제49호, 한국교정학회, 2010, 122-123면; 하태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
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 42호, 사법발전재단, 2017, 463-464면.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28) 임웅, 앞의 책, 655면; 최병문, 앞의 논문, 152면.
29) 박재윤(편집대표), 제2판 주석형법 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546면; 하태한, 앞의 논문, 476면.
30)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1) 박찬걸,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교정연구 제56호, 한국교정학회, 2012, 138면; 대법원 2001도
4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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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상태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라. 미결구금의‘외국에서 집행된 형’에의 산입 여부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
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
상이 될 수 없다.33)

III.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
에서 같은 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통하여 해당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선고형에 산
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를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 형법 제7조 유추적용 긍정설 그리고 형법 제7조 직접적용 가능
설 3가지로 이름붙이고 검토하고자 한다.

가. 학설 및 판례의 입장

3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33)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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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
형법 제7조는‘외국에서 받은 형’에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
을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34)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
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
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의 특수성을 형법 제53조 작량감경규
정에 의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최종 선고형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을 통해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면 이는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
려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형법 제7조 유추적용 긍정설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
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과 동일하지만, 형법 제7조의 입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동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함으로써 외국에서 무죄판결
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는 입장이다.35)
34)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태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선고형 산입 문제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21200&kind=BA17&key=(2017. 10. 11. 방문);
조성용,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도”가 잘못 인
쇄된 것으로 보인다)5977 판결 -, 법조 제67권 제1호, 법조협회, 2018; 하태한, 앞의 논문, 447-489면.
35)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오영근,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로앤비 천자평석(http://academy.lawnb.com/case/contents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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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선고형
에 산입함으로써 형벌권의 행사를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이는 신체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국내·외에서의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
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역시 판결확정 전의 구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
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고 일관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양형인자의 하나로 보아 법관의 양형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형법 제7조의 유
추적용에 의한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외국에서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 외국에서 형사보상을 받
을 기회가 있었다거나 형사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애초부터 그 무죄판결 이
전의 미결구금을 형법 제7조에 의한 형 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
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3) 형법 제7조 직접적용 가능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도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선고형
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산입은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역사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 및 형법 제57조
제1항과 논리적·체계적 연관성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 비추어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가형벌권을 규율하는 형
2017. 11.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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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36)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
견은 물론 반대의견 조차도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고 한 법리뿐만 아
니라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 포섭되는 유추적용이 가능하냐 불가하냐를 다투는 부
법
제

분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독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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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해 검토
(1)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 검토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이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이 된
사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 또는 유추적용이 허
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리해석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무죄판결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작량감경사유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37)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듯이 법률상 감경은 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으나,
작량감경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작량감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결구금을
이유로 작량감경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38) 나아가 형을 선고할
때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작량감경 사유로 법원의
재량에만 일임하는 것은 양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신체의 자
유라는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2) 형법 제7조 유추적용 긍정설 검토
이 견해는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

36) 박찬걸, 앞의 논문, 149-154면; 최석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통권 제726호, 2017, 491면 및 498면.
37)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38)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도410 판결(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범죄의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형을 감경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정상 하나 하나에 거듭 작량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닐 뿐 아니라,
형법 제55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때라 함은 심신미약이나 미수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거듭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정상 하나 하나에 거듭 작량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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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같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
기 전까지의 미결구금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사이에는 그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전제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1953년 형법 제정자료 및 국회의 2016년 형법 제7조 개정심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우리 입법자는 미결구금을 형법 제7조의 산입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즉 형법 제7조는 문언 그 자체로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해서만
국내선고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 미결구금은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흠
결이라는 유추적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39)에서 유
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3) 형법 제7조 직접적용 가능설 검토
직접적용 가능설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는 목적이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한 불
이익을 완화하는 것’ 에 있지만 그 범위가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이라고 조문이 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범위 안에서 형을 산입하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 자유를 침해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중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40)
이 견해는 정작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
는데, 1953년 형법 제정자료 및 국회의 2016년 형법 제7조 개정심사보고서 등을
살펴보아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미결구금도 포함된다는 입법취지41)는 발견하기
어렵다.42) 오히려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해서만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형법 제7조
39) 하태한, 앞의 논문, 476면.
40) 형법 제7조 적용 전면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도 형의 집행단계
가 아닌 양형단계에서 판단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3조 작량감경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감소시
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1) 법발견인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는 “입법취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비판적 견해로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
국법철학회, 2015,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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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43)
나아가 형법 제7조는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형법의 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57조 제1항은 국내재판에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규정으로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제2절‘형의 양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규
정이라고 본다면,44) 과연 양자의 논리적 연관성 내지 체계적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가형벌권을 규율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일반론적 관점에서
는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거로 적합한지
는 의문이 든다. 예컨대 피고인이 외국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
았으나, 국내재판에서는 살인범행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사건 형량으로서는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부과했다고 볼 여
지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국내선고형에 반
드시 산입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직접적용 가능설은 “비교법적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
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형법은 제51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법원은 범행 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형법 제7조는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필요적 산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그 구금이 이미 다른 형에 산입되
지 아니하였거나 피구금자가 그에 대하여 보상받지 아니한 때에 자유형 또는 벌금
42) 같은 견해로 하태한, 앞의 논문, 461면.
43) 형법 제7조 제정 당시에도 “형법 제7조는 외국에 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기죄면 사기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거
기서 전부 형을 받았거나 혹은 형의 집행의 일부를 받았거나 이럴 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의 일부를 받은 것은 감경을 하고 전
부 받은 것은 면제한다 이런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신동
운, 연구총서 09-25-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35면).
44) 물론 형법 제7조가 ‘형의 적용범위’가 아니라 ‘형의 양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어쨌든 형법 제정시부터
현행 형법체계까지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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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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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만 임의적 산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독일형법 제51조 제3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해 국외에서 처벌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받은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형에 산입된다. 국외에서 선고받은 기타의 자유박탈45)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국내선고형에 산입된다. 따라서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문제
도 발생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한 직접적용이 가능하게 된다.46)
이와 같이 외국입법례와 우리 법규정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결구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
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2.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집행된 사람’에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
금을 당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
일수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형법 제7조 적용 전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 사건에서 성립요건의 흠결이 발생하는 부분은 형벌법규를 확장·유추 적용
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물
론 미결구금을 포함하는 기타의 자유박탈적 구금에 대해서도 이를 필요적으로 감면
하는 방식 또는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의 재개정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47)

45) 여기서 자유박탈은 외국형벌로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자유박탈에 국한된다(전지연,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형사판례
연구[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38면).
46) 하태한, 앞의 논문, 462면.
47)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24면; 서효원, 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
형법｣ 제7조 개정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대검찰청, 2016, 395면; 전지연, 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
안,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136-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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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적 감면방식으로의 재개정
아래 <표1>에 정리되었듯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물론 미결구금을 포함한 기타
의 자유박탈적 구금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이다.
법
제

(1) 필요적 감면방식의 장점과 단점

형법 제7조를 변경하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필요적 감면규정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형면제의 가능성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다.48)
그러나 형법 제7조와 형법 제57조 제1항과의 관계 그리고 법률에서 직접 감면을
정하는 경우에 형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경우에는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규정에 따라 2분의1로 그 감면 비율을 고정하고 있는데, 각국의
형사절차와 형의 집행에 관련된 제반 제도가 다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감면49)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법
관의 양형 재량을 축소50)시켜 구체적 타당성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51) 따라서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보다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
는 상황52)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과연 미결구금을 형의 집행과 동일하게 취
급하여 형면제까지 나아가는 필요적 감면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 재개정안 내용
현행 일본형법 제5조53)와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54) 2010년 한국형사법학회
48) 오영근,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로앤비 천자평석(http://academy.lawnb.com/case/contents_view.asp), 2017. 11. 9. 방문
49) 외국에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공범 중 외국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단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강
도상해로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 제7조에 의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만 재판을 받
은 공범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김기준, 앞의 논문, 249면.
50) 외국에서 매우 경미한 형을 집행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유기징역·벌금 등의 경우 법정형의 1/2로, 무기징역의 경우 50년 이하
의 유기징역으로, 사형의 경우 자유형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좁혀져 적정한 형을 선고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즉, 피고인이 외
국에서 실제로 집행받은 형보다 의무적 감경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0면 각주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6.11.
52) 서효원, 앞의 논문, 394면.
53) 일본형법 제5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여도 무방하다. 단,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54)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 제8조는 “제8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효력)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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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검토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55) 및 19대 국회 정청래의원안56)도 필
요적 감면방식이었으나,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처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
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재개정안에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필요적
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형법 제7조 제2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1> 필요적 감면방식 재개정안
현행 규정

재개정안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등)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②

나. 필요적 산입방식으로의 재개정
<표2>에 정리되었듯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물론 미결구금을 포함하는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국내선고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재개정하는 경우 형법 제7조를 개정하는 방식과 형법 제57조를 개
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57) 그러나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받은 형을 국
내선고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형법 제57조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 제7조의 재개정방안만을 제
시하기로 한다.

(1) 필요적 산입방식의 장점과 단점
이 방식은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현행형법 제7조에 상응하는 규정이며, 조문제목을 형의 집행에서 ‘외국에서
받은 형의 효력’으로 고쳤고, ‘범죄에 의하여’라는 문언은 당연한 것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으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형의 효력’으로 그 제목을 변
경하여도 미결구금이 본조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효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법무부, 형사법개정
자료(XIV)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28면).
55) 2010년 한국형사법학회 시안 제8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효력)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56) 정청래의원발의안(2015. 6. 16. 발의, 의안번호 15606)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57)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63-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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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국의 형사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외국 판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법원의 양형 선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입증시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당한 기간과 비용

한다. 이 과정에서 미결구금의 장기화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형과 종류가 다른 경우, 예컨대 외국
에서 집행된 형은 벌금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형이 자유형인 경우와 외국에
서 집행된 형은 자유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형이 벌금형인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벌인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독일형법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산입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산입함에 있어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
수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선고 받은 형 또는 자유박탈을 산입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
량에 의해 그 기준을 정한다.”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벌금형을 반드시 산
입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외국에서 자유형이 집행되었으나 우리 법원에서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 집행되었으나 우리나
라에는 동일한 종류의 형이 없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51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형 또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준하여 산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58)

(2) 재개정안 내용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신체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 및 재판과정에서의 미
결구금일수 입증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적 감면방식보다는 필요적 산입방식
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59) 우리 형법 제57조 제1항과의 구
58) 서효원, 앞의 논문, 396면.

2018.06

61

Legislation

이 요구되는 형사사법공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

법
제

법제논단

별 및 외국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조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형법 제
51조와 같이 조문제목을 “외국판결의 효력”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형법 제7조의 조문제목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등”
으로 하고,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처분도 국내선고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하
는 규정을 형법 제7조 제2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2> 필요적 산입방식 재개정안
현행 규정

재개정안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등)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②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집행된 사람’에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당 기간 미
결구금을 당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
결구금일수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7조
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외국에서 집행된 형으로 보아 이
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물론 미결구금을 포함하는 기타의 자유박탈
처분도 국내선고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형법 제7조를 필요적 감
면으로 규정하는 재개정안과 필요적 산입으로 규정하는 재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제시된 재개정안 중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은 물
론 기타의 자유박탈처분에 대해서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형법 제7조를 재개정하는 것이 미결구금일수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전혀 고려되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10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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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
체의 자유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 제
7조 재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몫이므로 재개정 문제를 다룰 때 현행 형법에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일사부재리원칙배제 조항 명문화 여부 및 형법 제57조 제1항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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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s 'Inclu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Abroad’
Hyun-Wook, Cho
Professor, Konkuk University Institute of Legal Studies
The current problem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is first of all its configuration
requirement. In other words, whether domestic sentence is addable

days under

pre-trial detention prior to release upon Acquittal abroad.
It is clearly show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5977 Decided August 24, 2017
"the number of days a person was merely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an offense
before being acquitted abroad (and sentence not executed) should not be counte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for the same offense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by analogy,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impact of
pre-trial detention, i.e.,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is partly similar to that of
execution of sentence”.
There are different three opinions above whether domestic sentence is addable
days under pre-trial detention prior to release upon Acquittal abroad.
The first opinion is so called the theory of whole non-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s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and some of legal scholar.
The second opinion is so called the theory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s the Supreme Court's Dissenting Opinion and some of legal
scholar.
The third opinion of legal scholar is so called the theory of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Every opinion has its own argumentation. According to my review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is difficult to apply in the case of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I think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re-amendment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s like "§7(Inclusion of Sentence Executed Abroad etc.) ① If an offender

6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as undergone the whole or partial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abroad because of
crime, the sentence either wholly or partially executed shall be included in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② For another deprivation of liberty suffered
abroad, paragraph 1 applies accordingly”.

days under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whole non-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nalogical application of §7 of the
Criminal Act, direct application of §7 of the Criminal Act, Inclusion of
domestic sentence, re-amendment of §7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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