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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교과목개요

법질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안에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형법각론, 형법연습 등 형사관련법규의 전제가 되는 중
요한 기본과목이다. 
형법총론(1)에서 배운 고의작위범 이외에 미수범, 공범론, 죄수론, 부작위범, 결과적 가
중범, 과실범 등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하여 형법규정을 설명하고 그 기본이론을 이해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과목연계
연계과목인 형법총론(1)에서 학습한 고의작위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강의가 진행되
며, 이후에 배우게 되는 형법각론의 학습을 위한 전제가 되는 과목이다.

교육목표 및 학습효과

교육목표

형법총론(1)에서 배운 고의작위범 이외에 미수범, 공범론, 죄수론, 부작위범, 결과적 가
중범, 과실범 등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하여 형법규정을 설명하고 그 기본이론을 이해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형법전의 총칙에 규정된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의 본
질 및 특수한 범죄형태가 강의내용에 중심을 이룬다.

학습효과
형법총론(2)의 강의로서 형법총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형법각론의 학습에 대한 준비
가 완성된다

차시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방법 연구과제 및 준비물 강의일자

1 형법일반이론 형법총론1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
하고 강의를 소개 강의안

2 형법일반이론 형법총론1에서 배운 구성요건 이
론을 복습 강의안

3 미수론 미수론 일반이론
실행위 착수와 장애미수 강의안

4 미수론 불능미수, 중지미수 강의안

5 공범론 공범론 일반이론, 간접정범론
공동정범 이론 강의안

6 공범론 공동정범 이론, 합동범이론
동시범의 특례 강의안

7 공범론 교사범이론 강의안



8 중간고사 중간고사 강의안

9 공범론
방조범 이론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의 해석

강의안

10 과실범론 과실범의 일반이론과 주의의무
신뢰의 원칙 강의안

11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이론과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강의안

12 부작위범론
부작위범 일반이론 
보증인 지위발생근거에 관한 이론
보증인 의무와 부작위범

강의안

13 죄수론 죄수의 일반이론 학습, 일죄, 수죄 강의안

14 형벌론 형법론의 이론 학습, 보안처분론 
이론 학습, 보안처분론 이론 학습 강의안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법전

성적평가방법

구분 비율 비고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30 %

수시시험 0 %

과제물 20 %

실험실습보고서 0 %

발표 및 토론 0 %

출석 20 % 1/3 결석시 학점이 나가지 않음

기타 0 %

교재 및 참고문헌

항목 교재명 출판사 저자

교재 윤동호 형법총론 + 강의안 복사물 이석배

부교재 형법총론 홍문사 배종대

부교재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 하태훈

참 고 사 항

결석이 1/3이상인 경우는 성적이 나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