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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대법원이 동산

의 이중매매와 대물변제 예약설정자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종래 부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판례를 유지하였

다.

대향적 거래행위자에게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배임

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

를 인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서 단순히 그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벌 연혁, 비교법적 검토,

배임죄의 본질, 보증인 지위의 필요 여부 및 구성요건적 고의의 존재 여부 등을 검

토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종래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이중매매 매도인을 횡령죄로 처벌한 것

은 매수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

에서 배임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배임죄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

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임죄를 형사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신임관계 위반이라는 배신설에서 그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모든 채무불이행이 신임관계 위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록 대향적 거래행위에 의한 배임행위는 부작

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그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할 보증인적 지위

가 필요하고,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보전 · 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 · 본질

적 내용이 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때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동



산과 부동산 모두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의 법적 구조가 동일하므로 배임죄 적용

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

게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지 않도록 담보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담보목

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양도인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죄의 무한정한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는 배임죄 주체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적자치의 원칙

및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주요어: 대향적 거래행위, 배임죄 주체, 이중매매, 대물변제예약, 양도담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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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

성요건요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임, 고용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대

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계약의 매도인, 담보권설정계약의 담보권설정자와 같이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향적 거래행

위1)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2011년 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

다. 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

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후 대물변제예약 설

정자가 예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는 다수의견은 채권자의 주된 관심

사는 차용금 채무이행 확보에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는 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부동

산 소유권이전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견해는 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그 법적 구조에서 차이가 없고 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1) 대향적 거래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 상호 간에 다른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
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계약 등을 들 수 있는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청
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
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담보권설정계약의 경우 담보설정자(채무자)는 담보권자(채권자)에 대하여 차용
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담보목적물에 관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담보권설정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양도계약의 경우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 관하여 ‘양도대금청
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향적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데에 그치고, 거래상대방이 상호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살펴볼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다수견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한 거
래 관행인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되는 ‘중도금’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의 입
장에서는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한 이후에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위
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거래의 우위에 있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수한 관행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작용할 뿐이
며, 매도인의 이중매매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처벌의 본질과 처벌 연혁 등 
다른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처벌이 정당화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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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할 신임관계가 형성되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도 부동

산 이중매매 사안과 마찬가지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재차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

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치밀하게 법적 공방을 벌인 이

후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매수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본질적 신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배임죄의 주체와 관련한 해석에서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대향적 거래행위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그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위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밀하게 법리 공방을 벌여왔고, 각 전원합의체 판

결마다 동일한 법적 쟁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검토해 나가는 작업을 거친다면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올바른 구성요건해석방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배임죄의 처벌 본질에 관하여 대다수의 견해는 타인과 사

무처리자 사이의 발생한 신임관계 위반이라는 배신설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배신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 민사상 모든 채무불이행이 신임관

계 위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무한정하게 확대 적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의 무한정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을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행위와 배임죄로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의 명확한 경계설

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요소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책

임과 배임죄의 불분명한 경계설정은 사인들의 계약행위를 위축시키고, 이는 계약자

유의 원칙을 보장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며,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한해석의 한 방법으로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보증인 지위가 배임죄

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지가 주로 문제 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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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일정한 사무처리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경우 그 신임관계의 형성 정도가 문

제 된다.

대향적 거래행위의 당사자에게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

문을 갖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향적 거래행위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한

다는 점에 있다. 즉, 대향적 거래행위자는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단순히 자기의 사무

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사무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배임죄 주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고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계약의 진

행 단계에 따라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고의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구성요건 해석에 관

한 문제이다. 문리적 해석 및 입법 취지, 처벌 연혁, 고의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 구성요건 해석방법에 기초하여 대향적 거래행위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구성요건의 해석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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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임죄 주체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대립

제1절 배임죄 주체 해석에 관한 판례 태도의 변천 과정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하여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수

령 이후에는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매도인이 제

1매매계약에 따라 제1매수인에게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

고, 제2매수인에게 계약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2)하여 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매매계약과 같은 대향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로서 매수인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

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과는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 ‘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 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3)하여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2014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

분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 설정자가 위 약정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

칙’이라고 판시하여 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하였다.4) 대법원의

위 두 사건 선고 이후 학계에서는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

한 판례까지도 변경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심지어 동산의 이중매매

에 관한 위 판결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5)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민사법의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등
3) 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매도인이 인쇄기를 제1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

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
여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안으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수령을 넘어 중도금까지 수령하
였다는 점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행위태양이 동일하다. 자세
한 내용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5) 위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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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와 배치되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법 해석을 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한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등기협력의무와 같은 작위적 개념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로 변질시킴으로써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부당히 확대시킨 것

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래 부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의 태도의 비판적 고

찰의 흔적도 엿보인다.

2018년 대법원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다시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공개변론 절차를 마련하였고, 위 공개변론 과정에

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밀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서면심리를 통해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부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공개변론절차를 마련하

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합리성이 존재한

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은 마

침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관한 배임죄 주체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6) 그러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에 관

하여 대법관 5인7)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재까지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존재하나, 이에 관해 학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향적 거래행위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나, 이하에서는 배임죄 성립

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 되고, 이에 관한 상대방

견해의 반박 및 재반박 과정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진 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2008도10478, 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에 관한

2014도3363 및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2017도4027 판결 등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

을 중심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각 입장의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위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 되는 쟁

점을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 입장 상호 간

의 대립 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배임죄 구성요건요

소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올바른 구성요건해석에 도달할 것으로

6)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안은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제1매
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뒤 제2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전형
적인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해당한다.

7) 위 2017도4027 판결 중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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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제2절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대립

Ⅰ. 동산 이중매매 사안

1.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8)

가. 구성요건해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

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

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 ·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

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는 것

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

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그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

다.

나.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별도의 손해배

상책임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의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로 전환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다.

종래 판례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

정한 것에 비추어, 중도금만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재산을 보호 ·

8) 위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
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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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수인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

무를 지우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쌍

무계약의 본질에 반한다. 적어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여 매수

인의 소유권 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때에 비로소 상대방인 매수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도 경

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상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배임죄 처벌 연혁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민법 아래에서는 제1매

수인과의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소유권이

전등기 혹은 그 인도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탓에 이중매매

행위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제1매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그 최초 시행일인 1960. 1. 1.부터 현재까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

므로(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1항), 등기 또는 인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종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 아래에서 이중매매

를 범죄시해 오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그 적용 법조를 배임죄로 바꾸어 계

속 처벌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게 배임죄에 관한 형

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이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일본 형법에서는 이중매매행위를 횡령죄로

계속 처벌하여 오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해석론에 의해 매매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 성

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라. 다른 계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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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채권, 면허 · 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중매매 혹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여왔으나, 이와 같은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 · 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

루고 있어, 계약의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

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 의무의 이행에 관한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와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한다.

또한,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

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내용

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9)

2.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10)

가. 구성요건해석

종전 판례는 부동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의율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 지급되어 부동산매매계약이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간 단계에

서 매도인의 고의로 인한 배신적 처분행위에 한하여 매수인의 목적 권리 취득이 불

가능한 사안에서만 배임죄로 처벌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성립의 구

분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절반가량 또는 적어

도 상당한 정도의 매매대금을 소유권취득의 법적 방도도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채

로 지급하고 매도인 역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지급을 받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둘째,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한 타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임무위배 행위를

통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임무위배

9) 위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10) 위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의 반대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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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

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11) 이와 같은 배임죄 본질에 비추어보면,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

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

력하는 타인의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

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양으로든 일정한 액

의 금전을 인도함으로써 족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의 대상이 되

는 금전 자체의 보관 · 관리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매도인

의 권리이전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금전지급의무는 성질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배

임죄 성립에 있어 달리 취급하여도 쌍무계약의 본질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 배임죄 처벌 연혁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 하에서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

니한 이상 매수인은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의용민법 제177조)

‘매우 불완전한 소유권’ 또는 ‘명목상의 소유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

매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는 매수인

은 위와 같은 불완전한 소유권마저도 상실하게 되는바,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를 채택함에 따라 매수인의 ‘매우 불완전한 소유권 상실’이 ‘소유권취득의 불능’으로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불법성에는 차이가 없으며, 종전 횡령죄로 처단 하던

것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또한, 독일의 부동산매매는 우리와는 달리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확보 전에 대금

의 상당 부분이 매도인의 수중에 현실로 들어가는 거래 관행이 없으며, 계약의 이

행은 모두 공증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극히 예외적인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될 수 없으므로, 독일의 예를 들어 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1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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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라. 다른 계약과 비교

종래 판례가 양도담보의 양도담보권설정자, 채권양도의 양도인을 배임죄에서 규정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한 것은 양도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이 이

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현

실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면서 이를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채권양도인이 제2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줌으로써 제1양수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상실하는

등 각각의 사안 유형에 고유한 현저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 간

의 합의와 공시방법의 구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구조가 동일하고,

공시방법이 각기 등기 또는 인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점, 동산 매매에서

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계약이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될 것으로 기

대하는 매수인의 신뢰를 형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동산 매매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배

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Ⅱ. 대물변제예약 사안

1.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12)

가.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12) 위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보
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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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채무자

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

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의 주된 관심사는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로부

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

고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수적인 것으로

대물변제예약 설정자를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

다.

나. 다른 계약과 비교

종래 판례가 ‘등기협력의무’를 부동산 이중매매 등 사안에서 배임죄 처벌근거로

삼아왔으나, 동산과 부동산은 법적 구조가 동일하고 공시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인 점, ‘등기협력의무’라는 용어는 민사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절차이행의무’와 그 내

용이 전혀 다르지 않은 점,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서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이행불능행위에 대하여만 배임죄를 처벌하는 합당한 근

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등기협력의무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배

임죄의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있다.

설령 ‘등기협력의무’가 배임죄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과 매매계약의 그 의무의 내용과 구속력의 정도에 있

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의 경우 사후에 금전적 손해배

상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음에 반하여 대물변제예약 사안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기존 금전채권을 변제받으면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권담보

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임관

계는 본질적 · 전형적으로 보기 어렵다.

2.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13)

13) 위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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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담보계약을 통해 채권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은 그 자체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대물변제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

률관계는 금전채무의 변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또한,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치를 유지 · 보전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이행

내지 그에 대한 신뢰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

적 요소로 근저당권설정부 금전소비대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본질적인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 다른 계약과 비교

대물변제예약에서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의무는 종국적인 점에 비추어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위반 행위라는 면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

성의 정도가 매매와 담보 사이에 결정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종래 판례 법리와 동일하게 대물변제

예약 설정자를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Ⅲ.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

1.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14)

가. 구성요건해석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위임계약에 따라 수

임인이 처리하는 사무는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타

반대의견
14) 위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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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약정된 자신의 보수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사무’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의 의미를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그 타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

할 근거는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 ·

관리하는 데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

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

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 위반 행위를 가벌적

인 임무위배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

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

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매

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

속력이 발생하고(민법 제565조),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

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 하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또한 중도

금이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는다는 점에 비

추어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동

신청주의 아래에서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의 부동산 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신뢰를 저버리고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불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신임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계

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령

한 이후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제2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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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배임죄는 성립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종래 판례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매수인이 약정에 따른 담

보대출금에 의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15)한 것은 금전지급의무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없음을 고려한 것이고,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여 재산보전 협력의무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에 차이를 둔 것은 아

니다.

다. 사회 · 경제적 의미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

는 등 부동산이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사회경

제적 의미가 크다.

라. 다른 계약과 비교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

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인정하고,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함으로써 판례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

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이는

우리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동산 매매와 부동산 매매

는 통상적 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상의 기대, 거래의 진행단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

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등에 중대

한 차이가 있다.

또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당사자 관계의 본질은 채무자가 대물을 통해 ‘변제’

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과

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같

이 볼 수는 없다.

1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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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16)

가. 구성요건해석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의 내부관계 내지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것이어야 하고, 사무 자체

의 내용이나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하는 것

이어야 한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하며, 본래 타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

무를 그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용계약,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계약의 내용이나 신임관계의 유

형과 내용에 비추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 · 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

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도인을 이와 같

이 볼 수는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다수 견해는 매수인

보호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도외시한 해석이다. 통상 판례가 배임

죄의 구성요건요소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손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점에

비추어 다른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

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나.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그 반대

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향적 거래 관계에 있을 뿐이다. 중도금이 수수되어 한쪽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하는 것으로

16) 위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
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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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다고 볼 합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단순히 양 당사자에게 유보되었던 약

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섰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중매매 부동산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인정한다면, 매도인이 제

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2매수인의 재

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인데, 종래 판례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

령한 이후 제1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2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부정17)하고 있는 바, 채권자로서 대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

야 할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보호 정도를 달리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유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사회 · 경제적 의미

부동산이 가지는 재산적 특수성과 부동산 거래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의 중대

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인 간의 경제

활동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전에 국가형벌

권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 다른 계약과 비교

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종래 판례에 비추어 매매목

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매매목

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법적 구조가 동일

하다는 점에서 이중매매에 있어 동산 매도인과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달

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는 점에서 동산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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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물변제예약 설정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

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매매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와 그 의무위반의 내용은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

가 없다.

제3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및 논의의 전개 방향

지금까지 대향적 거래행위에 있어 배임죄 주체 인정과 관련한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 대립되는 쟁점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중 위에서 정리된 부분은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문제되었던 쟁

점을 유형화한 것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을 살펴보면, ①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

사상 배임죄 성립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②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의 의미, 매도인과 매수인을 배임죄 주체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대등한 당

사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지를 다루고 있다. 더 나

아가 ③ 물권변동이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상 처벌 변화 및 일본, 독일의 경우 이중매매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여부, ④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채권, 양도담보,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등과 동산 이중매매행

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①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및 해석기준, ② 동산 매매계약

에 있어 매도인인의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질, ③ 이중매매행위의 형사상 처벌에

관한 변천 과정 및 비교법적 검토, ④ 배임죄 주체 인정 여부에 있어 다른 민사상

계약과의 비교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물변제예약 사안을 살펴보면, ①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설정자가 부담

하는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채권자의 예약완결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무가 대물변제예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 절차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등기협력의무’에 따른 배임죄 주체 인정 여

부 및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와 대물변제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예약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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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을 살펴보면, ①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를 전제로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인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의 의미, ‘등기협력의무’의 의미 및 내용, 배

임죄 성립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을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및 매도인이 이중매매행위를 하고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제1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

지 않는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

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③ 부동산

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재산적 가치 및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거래의 특수성, ④

동산의 이중매매, 대물변제예약설정 등과 비교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

인정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해석기준 문제, ② 매도인

의 ‘등기협력의무’의 내용 · 법적 성질 및 매도인과 매수인 · 제1매수인과 제2매수

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 성립이 달라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부동

산이 가지는 사회 · 경제적 가치 및 거래의 특수성, ④ 다른 민사상 계약과의 비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배임죄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올바른 해석과 관련

하여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및 죄형법정주

의에 따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②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을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의 정당성, ③ 이중매매행위 등에 관한 형사상 처

벌의 변천 과정 및 비교법적 분석, ④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 · 경제적 가치 및 우리

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⑥ 배임죄 주체성 인정과 관련한 다른 민사상 계약과

의 비교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반대 당사자인 배임죄

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행위 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와 별개의 이해관계

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게 되는데, 이는 위임, 고용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상 사

무를 대행하는 이사 및 근로자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최근 선고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공범성립 여부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위 판례의 해석에 관한 견해대립을 검토하고, 본

판례의 법리가 대향적 거래행위의 배임죄 주체성 여부를 검토하는 해당 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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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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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제1절 문제점

앞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행위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

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는 규

범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

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라는 입장인 반면,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

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정형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구성요건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구성요건요소 또는 위법행위의

한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성요건표지라고 한다.18) 우리 형법은 제355조 제2항에

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

죄로 규정하고,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배임죄 구성요

건은 크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에 대한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대향적 거래행위와 관련한 배임

죄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

문제이다.

모든 구성요건은 언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19)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하기에 앞서 위 구성요

건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종래 논의되었

던 구성요건 분류기준 하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가 가지

고 있는 의미를 확정하고, 그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구성요건요소의 분류기준

18) 신동운, 「형법총론」, 제8판, 법문사, 2014, 102면
19) 이상돈, 「형법강론」, 제2판, 박영사, 2017,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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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 주체(행위자), 행위 객체(대상)20), 행위,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 행위의 외부현상을 기술한다.21) 이에 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등 행위자가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면적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요건요소이다.22)23) 이외에도 표현범의 “표현”, 경향범의 내심의 “경향”, 영득범

의 “불법영득의사”, 형법 제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죄의 “특히 참작할만

한 동기”도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그 밖의 다른 범죄에서 행위자의 범행 동

기는 범행을 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형

의 양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24)

인과적 범죄체계론자들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은 객관적 사실판단이기 때문에 고

의, 과실, 목적 등과 같이 주관적 요소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책임요소라고 한

반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모든 행위 모든 행

위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였으며, 현재의 통설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는 입장이다.25)

Ⅱ. 기술적 구성요건요소26)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란 예를 들어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있어서 “사람”, 상해죄

20)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행위의 객체는 보호의 객체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행위의 객체는 각
칙상의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공격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행위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지만, 보호의 객체는 형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로서 보호법익을 의
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돈, 「형법총론」, 제3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176면 참조

21) 배종대, 「형법총론」, 제13판, 홍문사, 2017, 124면
22) 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102면
23) 이에 대하여 행위는 외계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행위의 사

회적 의미성을 밝힐 수 없고 그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확정할 수도 없는 등 구성요건
요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부적 · 객관적 측면과 내부적 · 주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는 사실도 많으므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구별은 형식적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54면 참조

24)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177면
25)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85면
26) 이에 대하여 기술적 혹은 서술적이란 descriptive를 직역한 것으로, ‘describe’란 ‘사실’을 기술, 서

술하는 것을 말하는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용어에 대비하여 사실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대다수의 단행본에서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영근 앞
의 「형법총론」, 83면 각주 2 참조



- 22 -

(형법 제257조)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 방화 관련 범죄(형법 제164조 이하)에 있어

서 “건조물”과 같이 사람의 오관(눈, 코, 귀, 혀, 피부)의 작용으로 그 내용을 감지 ·

확정할 수 있는 물적 요소를 말한다.27) 이에 반하여 규범적 구성요건요소28)란 특수

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에 있어서 “친족”,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상습범(형법 제

332조)에 있어서 “상습성”과 같이 규범 논리를 전제하여 판사가 보충적으로 규범적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즉 가치 충족을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요소를 의미한다.29)

규범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확정할 때에 법관의 가치판

단이 불가피하여 법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입법에 있어서는 가

능하면 기술적 요소를 사용하고 규범적 요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법 유형

인 구성요건요소를 기술적 요소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적 구성요건요

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30)

그러나 종래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어 온 요소도 사회적 · 규범적 의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형법상의 모든 구성요건요소가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31) 예를 들어, 살인죄에 있어

서의 “사람”은 기술적 요소임이 명백한 개념이지만, 사람의 시기 · 태아와의 구별 ·

사망 시기 · 사체와의 구별 등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32)

Ⅲ. 폐쇄적 구성요건과 개방적 구성요건33)

폐쇄적 구성요건이란 법률의 규정에 모든 금지의 실질이 남김없이 규정되어 있는

27)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총론」, 153면 
28) 벨링(Belling)은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은 객관적 사실판단

이라고 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사건들
을 추상화된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는 법규범의 성격상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인정됨에 따라 구
성요건해당성 판단이 순수한 사실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오영근, 앞의 「형법총론」, 
84면

29)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123면
30)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총론」, 153-154면
31)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178면. 평가의 대상을 유형화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구

성요건개념으로 이해했던 1900년대 초의 형법이론학에서는 모든 구성요건요소를 기술적 구성요건요
소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신칸트학파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형법학에서도 존재론적 방법론을 넘어서
서 법률상의 모든 개념요소가 사회적 · 규범적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규범적 방법론이 수용되면서
부터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가 널리 인정되었다.

32)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총론」, 154면; 김성천 · 김형준, 「형법총론」, 제6판, 소진, 77면; 배종
대, 앞의 「형법총론」, 123면  

33) 이를 성문의 구성요건요소와 불문의 구성요건요소로 기술하거나(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103면), 
서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로 기술하기도 하나(이상돈, 앞의 책, 75면), 대다수의 책에서 폐쇄적 
구성요건요소와 개방적 구성요건요소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이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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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고, 개방적 구성요건이란34)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구성요건요소의 일부만 규정되고

나머지는 법관의 보충을 요하는 구성요건을 말한다.35)

제3절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Ⅰ. 형법의 해석방법36)

형법의 해석방법으로 크게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문언을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문리해석만으로 합리적 결론

을 도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해석방법이 될 것이나, 추상적 형법 규범으로 인하여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법률의 제정목적, 체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미를 밝히는 논리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논리해석이란 문언의 의미를 법규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으

로37)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확장해석 ·축소해석과 해석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반대해석 · 물론해석 · 유추해석으로 나누어진다. 확장해석은 해석의 결과 어떤 개

념이 문자의 의미보다 넓어진 해석이고, 축소해석은 해석의 결과 어떤 개념이 문자

의 의미보다 좁아진 해석을 말한다. 반대해석이란 문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물론해석은 법규상의 문언에 포함되지 않

은 사항에도 당연히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유추해석은 그

사항에 적용할 법규가 없을 경우 그것과 가장 유사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

34) 벨첼(H. Welzel)은 법률이 불법유형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법관에게 그 확정을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개방적 구성요건이라 불렀는데, 독일 형법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 과실의 개념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은 제14조에서 과실, 제17조에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122-123면 참조

35)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178-179면, 이에 대하여 종래 개방적 구성요건요소로 분류되어 온 요소들
이 다른 구성요건요소와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이 다른 요소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당해 요소가 충족되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뿐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 요소는 개방적 구성요건요소보다는 차라리 규
범적 구성요건요소로 분류되는 것이 그 개념 내용과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36) 오영근, 앞의 「형법총론」 36-37면
37) 예컨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절도죄(형법 제329조) 및 도박죄(형법 제246조)는 모두 재물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박죄의 재물은 동산 · 부동산 및 재산상 이익을 포함하지만, 사기죄에서 동
산 · 부동산을 의미하고, 절도죄에서는 동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논리 해석의 결과이
다.(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총론」, 제8판, 박영사, 2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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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론적 해석이란 그 법규의 제정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는 법률

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주관적 목적론

적 해석과 해석 당시 객관적으로 보이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적용 범위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유추는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어떤 법률규정에 당연히 적용될 사실관계의 유사성

의 비교를 통해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 즉 유사성의 비교추론 내지 유비추론의 축

약어로,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과 가장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38) 유추해석은 적

용할 법규범이 없어서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규범에 포섭시킬 수 없는 상

황인 입법의 흠결에서 그 흠결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39)

유추해석은 다시 개개의 법규를 아직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아니한 유사한 개

별사건에 차용하는 개별적 유추해석과 상응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지도하는 기본사

고를 아직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아니한 유사 사건에 적용하는 종합적 유추해석

으로 나누어진다.40)

그러나 이와 같은 유추해석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초월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

는 사실에까지 추리 · 확충하는 것으로 법관에 의한 법 창조 또는 일종의 입법이고,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반되며, 이를 허용할 경우 형벌법규에 명시되지 아

니한 행위가 처벌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에 반하여 금지된다.41) 즉,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사 법관을 대상으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며, 죄형법

정주의의 또 다른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이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42)

38)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 69면 
39) 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 29면
40) 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 29면
41)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총론」 39면; 오영근, 앞의 「형법총론」, 38면
42)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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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 범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총칙과 각칙 상의 범죄구성요건, 인적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 면제사유, 더 나아가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43)

그러나 형벌배제나 감경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를 유사한 사건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범죄자나 공범자에게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44)45)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이 인정되나,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

하는 소송법규정과 양형규정(형법 제51조 내지 제58조) 등 피고인이 얼마의 형벌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가벌성 유무에 대한 판단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

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6)

Ⅲ. 금지되는 유추와 허용되는 해석과의 구별

1. 문제점

형법 적용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에 적용할 경우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그 규정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

업을 거치게 되고, 법률규정의 해석상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장해석

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한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47)48)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는 확장해석은 소위

정당한 확장해석으로서 해석의 영역에 위치하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으로서 ‘해석’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의 범주

로 넘어가기 때문이다.49)

43)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70면
44)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66면
45)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어떤 축소해석이든 유추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며, 입법권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유추도 합리적 논거에 의한 근거지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이상돈, 앞의 책, 33-34면

46)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66면
47) 김성돈, 앞의 「형법총론」, 70-71면
48) 이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장해석도 형법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 아닌가는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이지 확장해석인가 유추
해석인가의 구별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로,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28면 참조

49) 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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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법률은 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고,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은 국민

의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석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자유로운 법 창조이며, 유추에 해당하므로 ‘언어의 가능한 의미’가 법률해

석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0)

이에 대하여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판단기준과 판단절차는 완전히 공백으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유추와 허용되는 해석의 구별기준으로 ‘언어의 가능한 의

미’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답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한다.51)

제4절 사회 · 경제적 의미와 구성요건의 해석방법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경제

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으며 재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중매매의 매도인

을 형사 처벌할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은 입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목적

론적 해석방법의 일환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형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새로운 입법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 짓는 근거가 되거나 문언의 가능

한 의미를 벗어나 형사 처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52)

유추적용금지는 법의 해석 적용자인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자유법치국가적 보장책의 하나이다.53) 즉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

론적 해석 등 법리해석에 기초하여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추적용 금지

의 원칙의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정책적 필요성을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 사회 · 경제적

의미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

50)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29-30면
51)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67면
52)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 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2018, 22면
53)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12판, 박영사, 2014,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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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주체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5절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위반 여

부

지금까지 종래 구성요건요소의 분류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위에서 살펴본 구성요건요소 분류기준에

따라 배임죄에 규정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를 검토해보

면, ① 이는 행위 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임과 동시에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보충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은바, 따라서 적어도 행위자에게 사무의 귀속 주체가 타인이라는 점 또는 적

어도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54)는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여 “고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의”가 없는 자는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총체를 인식 대상으로 삼으

므로 만일 이 인식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55) 따라서 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하는 사무가 “타인의 사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

고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공범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시 내용과 연관 지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② 부담하는 “구체적 사무의 내용” 및 “사무의 타인성”과 같이 규범 논리를

전제하여 보충적으로 규범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해

당한다. 다만, 배임죄가 ‘개방적 구성요건’인지와 관련하여,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수

인에게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협력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경우에 매도

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 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로 보아 보

증인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문제 되므로 해당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검

54) 배임죄에서 규정된 ‘타인의 사무’가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도 포함하는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
립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후술하는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55) 신동운, 앞의 「형법총론」,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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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대향적 거래행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유

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순히 배임죄에서 “타인

의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그 문언의 의미만 집착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는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라 볼 수 없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타인의 사무”라고 하는 구성요건은 규범적 가치판단을 필요

로 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문리해석뿐 아니라 해당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 처벌의 근거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불가결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은 명확히 드러난

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590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3조 제1

항에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

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

하여 교통관리 직원인 피해자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앞

을 가로막고 있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

와 같이 판시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

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56)

위 사안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통한 폭행행위를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서 규정한 “휴대”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 되었다. 본래 “휴대”라 함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을 뜻하는 것으로,57) 자동차 운행행위를 휴대로 보는 것은 언어

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

행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통한 폭행행위

5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5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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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법성 및 보호법익인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의 증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운행행위를 통한 폭행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목적론

적 해석을 통한 올바른 구성요건 해석방법이며, 위에서 살펴보듯이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입법 정책적으로 “휴대”를 “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그렇다고 하여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결국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를

긋고자 함일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문제는 유추금지라는 형식적 개념 틀로

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개념의 명확성과 관련한 구체적 논증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58)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향적 거래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의 변천과

정, 해외의 형사 처벌 사례 및 배임죄 처벌의 본질, 처벌근거, 형사 처벌의 정당화

사유, 문제 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을 검토하는 작업

을 통하여, 대향적 거래행위의 상대방 일방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 해

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지 논증하는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58) 배종대, 앞의 「형법총론」,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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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향적 거래행위의 배임죄 처벌 연혁과 해외

처벌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대향적 거래행위의 배임죄 처벌 연혁

Ⅰ. 배임죄 규정의 입법 연혁

우리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헌법이 시행된 후 대통령령에 의

하여 설치된 법제편찬위원회에 의해 편찬되었고, 1946. 6. 20.부터 같은 해 11. 12.까

지 24회에 걸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 초안이 1951. 4. 14. 정부 제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자구의 수정만을 거친 채 1953. 7. 9. 제1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

어 오늘에 이르렀다.59) 이러한 배임죄의 규정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1940년

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60) 1940년 일본개정형법

가안과 1951년 정부 형법 초안에서 배임죄의 규정 내용과 조문 위치는 1953년 제정

형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용했던 1907년 제정된 일본 형법에서의 그것과는 차이

를 보인다.61)

1907년 일본 형법에서는 ‘사기 및 공갈의 죄’의 장에 배임죄62)와 배임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었고, ‘횡령의 죄’의 장에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규정이 있었고, 횡

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었으며,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인 반면,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63) 이와

는 달리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64), 1951년 정부초안, 1953년 제정형법에서는 횡령

59)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15면
60) 문형섭, 앞의 논문 16면; 이창섭,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2, 28면
61) 1907년 일본 형법,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 1951년 정부초안, 이창섭, 앞의 논문 28면에서 재인

용
62)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배임죄를 처벌하였다. 문형섭, 앞의 논문 12-13면

63) 이창섭, 앞의 논문 28면
64) 제442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라고 하여 위탁물횡령죄의 규정을 두고, 동조 제2
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하여 背任罪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제443조에서 횡령과 배임에 공통된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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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같은 장, 같은 조문에 위치하면

서 법정형도 동일하고, 미수범은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65)

1953년 제정형법에서 배임죄와 횡령죄를 동일한 조문에 규정하게 된 이유에 대

해서 엄상섭 의원은 ‘형법요강해설’에서 ‘배임죄와 횡령죄와의 관계는 의용형법 제

246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와 동조 제2항 소정의 사기이득죄66)의 관계와 동일하다

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67) 의용형법(1907년 일본 형법)

상 사기죄와 사기이득죄는 행위객체가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거의 동일했고,

우리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위치하면서 법

정형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입법자는 배임죄와 횡령죄는 행위객체의 차

이만 있을 뿐 동일한 본질을 지닌 범죄들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68)

Ⅱ.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69)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대표적 입법례인 프랑스민법(제711조, 제1583조,

일본민법 제176조도 같음)에 의하면, 채권의 효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채권은 당

사자의 합의만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결국 당사자들의 합의 만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물권변동을 인정함에 따른 문제(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는 반면(프랑스 민법 제1141조.

일본 민법은 제178조에 의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인도를 대항요건으로 함), 부

동산물권변동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는바, 그 결과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부동산물권 귀속의 대 · 내외관계가 분리 된

다(소유권의 상대적 귀속).

이에 반하여,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대표적 입법례인 독일민법(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제873조;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제929조, 제1032조)은 채권계약과

물권적 합의(독일민법 제925조)를 구별하고, 물권적 합의 외에 공시방법으로서 인도

또는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독일민법은 우리와 달리

가중규정을 정하였다.(문형섭, 앞의 논문, 13-14면) 
65) 이창섭, 앞의 논문 28면
66) 제246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

으로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유기천, 형
법학〔각론강의 하〕(전정신판), 1995, 360면, 이창섭, 앞의 논문 29면에서 재인용

67) 신동운, 「형법 제 · 개정 자료집」, 2009, 30면, 이창섭, 앞의 논문 29면에서 재인용
68) 이창섭, 앞의 논문 29면
69)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 2015,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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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서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함, 독일민법 제892조, 제893조). 그리고 공시

방법을 갖추기 전에는 당사자 간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

지 않는다고 한다. 

Ⅲ. 대향적 거래행위에 대한 배임죄 처벌 연혁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구 민법 하에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구민법

당시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득실 등은 의사표시로써 효과가 생하고 등기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였던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

립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은 매매의 의사표시로서 매주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매도인의 명의로

있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은 매도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것이므로 이를 자의로 타인

에게 매각하는 매도인의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70) 이는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합의만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

게 처분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

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민법 제186조), 형식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매도인은 더 이상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부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71) 이에 따

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생성하여, 매도인을

배임죄에서 규정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배임죄로 처벌하여 오고 있

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절에 발생한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대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사무

는 자기의 사무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적용을 부정하였던 판결72)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종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 아래에서 부동산

의 이중매매를 범죄시해 오던 법 감정의 태도를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

환한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 그 적용 법조를 배임죄로 바꾸어

70)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
71) 박찬걸, 앞의 논문, 9-10면
72) 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형상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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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73)

제2절 해외 배임죄 입법례

Ⅰ. 독일

독일 형법상 배임죄는 독일의 통일형법전인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전 제170조에

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794년의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은 배임을 가중적 사기로 규

정하였다.74) 위 법은 배임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을 정하지 않았지만, 동법 제1330

조 이하에서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을 열거하고, 그에 앞서 동법 제1329조에서 배임

에 대한 정의를 내린 특징이 있는데, 동법 제1329조는 “일반적인 채무와는 다른 신

의와 성실을 가지고 타인의 위해 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속이는 자”를 구성요건적 주체로 하고 있다.75) 따라서 이하 공무원, 후견인, 중립인

등의 배임을 정하고, 동법 제1372조에서는 사적 대리인의 배임을 처벌하는 규정, 즉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수여한 자를 속여 이에 의해 고의로 손해를 가하

는” 대리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76)

배임행위는 보통법시대까지도 특히 “furtum”, 즉 일종의 절도나 횡령으로 취급 되

었는데, 이 “furtum”을 최초로 재산침해로 한정했던 사람이 Feuerbach이며 그는

1813년에 제정된 바이에른 형법전 제398조를 통해 처음으로 특별한 성실의무와 연

계된 독자적인 배임죄 구성요건을 만들었다.77) 1813년 바이에른 형법 제398조는

“타인에 대한 특별한 신뢰와 성실의무를 지는 관계에서 고의로 그러한 의무에 위반

하는 행동을 한 자는 비록 그러한 행위가 사기나 횡령 또는 중한 위경죄(schwere

Übertretung)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성실 때문에 처벌된다.”라고 하여 포괄

적인 배임죄를 규정한 것이다.78) 포괄적 배임 구성요건은 절도와 횡령을 소유권 침

해, 즉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영득으로 파악하는 자연법사상의 산물로서 사법으로부

터 가벌적 침해행위의 경계를 정립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특히 절도나 횡령과 인

접하여 있는 성실의무 침해사례를 “furtum”이라는 개념 속에 슬쩍 끼워 넣어 그것

을 부진정한 절도로 처벌할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79)

73) 박찬걸, 앞의 논문, 10면
74) 장승일,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2015, 297면
75) 장승일, 앞의 논문, 297면
76) 上島 一高, 背任罪の再構成, 成文堂, 1997, 12面, 장승일, 앞의 논문, 297면에서 재인용
77) 발터 페론, 안동준 역,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0, 40면
78) 문형섭, 앞의 논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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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에 제정된 프로이센형법전 제246조는 배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1871년

배임에 관한 제국형법 제266조의 기초로 되었다.80) 본 법률의 배임에 관한 규정의

특징은 개별 법률의 다양한 조문들을 한 개의 규정으로 압축한 것인데, 이는 배임

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특정, 구체적으로 열거된 신뢰 관계의 침해로 제한하는 것이

었다.81)82)

이어 1870년의 북부독일연방형법전에서는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불가벌로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권한 남용도 배임행위에 추가하였으며, 이 규정

형식은 그대로 1871년의 제국형법전에 도입되었다.83) 제국형법 제266조 제1항은 1

호에서 “후견인·재산관리인… 등이 의도적으로 그 감독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재물

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규정하고, 3호에서 “토지측량인… 및 공권력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위탁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하

였을 때”를 규정하였으며, 2호에서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채권 또는 타인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처분을 했을 때”를 배임죄로 규정하였다.84) 위 2호의 규

정은 1855년의 작센형법 제287조 제2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위 작센형법의 규정은

업무집행자가 업무 주체의 채권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를 횡령죄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횡령죄의 보충적 규정이었

다.85) 그리하여 당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다양한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요보

호자나 보호재산에 가해행위를 하면 처벌하였다. 첫째로는 후견인, 압류재산의 관리

인, 파산재산관리인이나 재단의 관리인처럼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을 일반적으로 보

호하는 사람들, 둘째로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 사무처리가 위탁된 측량기사, 경매인,

중개인, 공사감독관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86)

이렇게 하여 제266조 제1항은 다른 성격을 갖는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 되

79) 문형섭, 앞의 논문, 6면
80) Mayer, a.a.O, S.333f, 문형섭, 앞의 논문, 6-7면에서 재인용
81)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0면
82)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1면.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 제246조는 다음과 같다: 
    (1) 배임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의 징역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명예권 행사가 금지된다: 
     1. 후견인, 재산관리인, 압류재산관리인, 유언집행인과 재단의 관리인이 고의로 자신들이 보호 · 감

독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2. 중개인, 상품감정인, 공사감독관 등 직무수행을 위해 관청으로부터 특별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위탁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2)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할 생각으로 배임행위를 한 자는 자유형과 함께 50~100 탈러의 

벌금을 선고한다. 
    (3) 배임행위를 통해 더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면 제55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중한 형이 부과

된다.
83)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1면
84) 문형섭, 앞의 논문 7면
85) 이창온,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판 2011. 1. 20. 2008도10497에 대한 평석”, 법학평론 2, 

2011, 36면
86)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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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하나는 1·3호에 규정된 공적 관계에서 특별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갖는 자

의 배임, 또 하나는 2호에 규정된 개인적 관계에서의 횡령의 보충규정으로서 배임

이라 할 것인데, 이 2호의 규정을 근거로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권한남용설이 주장

되었다.87) 이처럼 당시의 배임죄 규정은 오늘날에도 뚜렷한 권한남용설과 배신설

간의 이론적 대립과도 연결되는데, 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불법 내용을 타인의 재

산에 대한 법률상 혹은 법률행위에 한해 허용되어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

는 반면, 배신설은 배임을 톡별한 성실의무위반으로 설명한다.88)

그러나 위와 같은 배임죄 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행위

의 내용도 각 호가 서로 다른 규정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가벌성에 많은 틈을 일으

키게 되었다.89) 이 때문에 1933년 나치정권 하에 당벌적이고 배신적인 재산 침해행

위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구성요건

으로 제266조를 새로 규정하였다.90) 동조는 “법률ㆍ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에 의

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또

는 법률ㆍ관청의 위임ㆍ법률행위나 신뢰 관계(Treuverhältnisses)에 의하여 부과되

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wahrnehmen)할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재산상의 이

익을 보호(betreuen)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91)

현행 독일형법은 위 1933년 개정형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배임

죄를 횡령죄와는 무관하게 사기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횡령죄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92) 이는 형식적인 권한남용구성요건

(M i s s b r a u c h s t a t b e s t a n d )과 부차적인 ( s u b s i d i ä r e n ) 배신구성요건

(Treubruchstatbestand)을 채용함으로써 권한남용설의 사고와 배신설의 사고를 합

하여 풀기 어려운 매듭을 해결하였다고 평가받는다.93) 한편,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

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이 없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을 뿐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94)

그러나 나치정권이 붕괴된 후 실무와 학계에서는 특히 재산보호의무의 인정요건

을 더 강화함으로써 배임죄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입법자

87) 문형섭, 앞의 논문 7면
88)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1면
89) 문형섭, 앞의 논문 7-8면
90)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1-42면
91) 法務資料 第210集, 獨逸新刑法, 法務部, 1997, 429面, 문형섭, 앞의 논문 8면에서 재인용
92) 장승일, 앞의 논문, 298면
93) Mayer, a.a.O, S.336, 문형섭, 앞의 논문, 8면에서 재인용
94) 강동욱,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2013, 155-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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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이 그 조문 형식과 해석범위가 광범위하여 특별법상 배

임죄의 존치 필요가 없게 되자, 상거래법과 회사법 영역에 남아 있던 배임죄 성격

의 특별구성요건 일체를 계속해서 삭제하였다.95)96)

현재 배임죄 규정인 제266조는 과거와 배임죄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①“법률”,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라는 요건에 의하여 배임죄 주체의 범위가 확장되고, ②

“신뢰 관계”를 규정하여 사실상의 신뢰 관계로도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 놓았

으며, ③“의무를 부과하는 권한의 남용”이라는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여 행위의 객

체가 본인의 재산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위법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배

임죄가 성립하게 되었고, ④“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여 행위자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법률상 위임자의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

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97) 한편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

라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독일 판례의 태도이다.98)

Ⅱ. 일본

일본은 1901년 개정초안에서 처음으로 현행 배임죄에 가까운 규정이 마련되었는

데, 제2편 “재산에 대한 죄”의 제1절 “적도(賊盜)의 죄” 가운데 절도, 강도, 사기, 공

갈과 함께 제262조에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 본인에

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를 배임죄로서 규정하였고, 위탁물횡령죄는 제2절 중

에 “점유물횡령죄”로서 규정하였다.99) 그 입안이유서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리를 도모하거나 위임 또는 대리의 권한을 초월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수단이 있더

라도 구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치안을

해치는 것은 이 절 또는 다음 절에 규정된 다른 재산죄와 다르지 않으므로 특히 이

조문을 두어 그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100)

95) 발터 페론, 안동준 역, 앞의 논문, 42면
96) 독일에서도 1937년 1월 30일 제정된 주식법 제294조에서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두

었었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조문형식과 해석범위가 광범위해지고, 형법에 의한 배임
죄가 형이 주식법상의 특별배임죄보다 중함에 따라 1965년 주식법 개정 시에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
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56면 참조

97) 문형섭, 앞의 논문, 8-9면
98) BGH NStZ 1989, 72; RGSt 69, 146, 147, 장승일, 앞의 논문, 298면에서 재인용
99) 문형섭, 앞의 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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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개정초안에서는 제35장의 “적도의 죄” 중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

련하였는데, 1901년 개정초안에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을

“그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위탁물횡령죄는 위와 마찬

가지로 제36장의 “점유물횡령의 죄”에 규정되었다.101) 이는 상점의 지배인이나 중개

인 같은 사람이 주인에게 원한이 있어 재산상 손해를 주려는 생각으로 사야 할 물

건을 사지 않았다든가 또는 팔아야 할 것도 팔지 않아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

게 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102)

1907년에 성립된 형법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이 오늘날 일본 형

법에 유지되고 있다.103) 이는 1902년의 형법개정초안과 거의 같은데, 배임죄는 제2

편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의 가운데에, 위탁물횡령죄는 제38장 “횡령의 죄”에

규정되었다.104) 배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가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은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나, 미수범 규정(제250조) 및 상법상 특별배임죄105)를 두고 있

는 점이 우리와 비슷하다.106)

이러한 입법 태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가 얻지 않는가는 부차적인 것으로, 결국 배임죄는 위탁물횡령죄의 보충적 역

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배신에 의한 모든 재산상 침해를 포괄하려는 배신설에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107)

한편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사무’는 매수

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를 해태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

행이 되는 것에 그치고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

고 있으며,108)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나

100) 江家, “背任罪の立法的考察”, 231面; 上嶋, 上揭書, 119面, 문형섭, 앞의 논문 12면에서 재인용
101) 문형섭, 앞의 논문, 12면
102) 江家, “背任罪の立法的考察”, 232面; 上嶋, 上揭書, 120面, 문형섭, 앞의 논문 12면에서 재인용
103) 문형섭, 앞의 논문, 12-13면
104) 문형섭, 앞의 논문, 12-13면
105) 일본은 1938년 상법 개정 시에 앞에서 살펴 본 독일 주식법 제294조의 영향을 받아 특별배임죄를 

신설하였다. 형법상 배임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였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이
후 1997년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2006년 제정
된 신 회사법 제96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
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58-159면 참조

106)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57-158면
107) 江家, “背任罪の立法的考察”, 232面; 上嶋, 上揭書, 119-121面, 문형섭, 앞의 논문 12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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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어(의사주의),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109)

그러나 위의 사례 외에는 일본에서는 경찰, 검찰, 재판소 등 형사 사법제도를 운

영하는 운영 주체들의 심리 내부에 ‘민사불개입의 원칙, 민 · 형 엄격분리의 원칙

(民事崩れ, 민지구스레)’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의 민사의 형사화 경

향과 같은 채권자의 행동선호를 용인하는 실무상 처리 관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한다.110)

Ⅲ. 영미권 국가

영미법상 보통법에도 가장 오래된 재산범은 절도죄(Larceny)로서 여기에 횡령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으나 배임은 고려되지 않았고, 절도 이외에 그것을 보충하는 재

산죄로서 사기죄나 동산,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위 위탁물 횡령이 인정111)되었으나,

배임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112)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 Mail Fraud(우편사기) § 1341 조항(title 18, part 1,

chapter 63)113), 미국 연방법(U.S.C.)상 § 1343 Fraud by wire, radio, or television

(통신사기) 조항(title 18, part 1, chapter 63)114)을 근거로 해석상 우리 형법상 배임

죄가 적용될 만한 사실관계, 즉, 위임이나 고용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해 재산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 신임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성실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해가 충돌되는 행위를

108) 西田典之, 前揭書, 254頁; 大谷 實, 刑法各論講義(新版第4版), 成文堂, 2013, 313頁, 장승일, 앞의 
논문, 299면에서 재인용 

109) 西田典之, 刑法各論(第6版), 弘文堂, 2012, 238頁, 동산에 대해서는 名古屋高判, 1954.2.25. 判例
時報33 号72頁, 장승일, 앞의 논문, 299면에서 재인용

110) 심회기,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63면
111) 위탁물 횡령은 행위자에 따라 다른 두 개의 구성요건으로 나뉘었다. 사환(使喚)이나 사용인이 행하

는 것은 횡령죄(embezzlement)이고, 이에 대하여 유언집행인 또는 판매대리인 등의 유용은 사기적 
탈취죄(fraudulent conversion)로 규정되었다.(문형섭, 앞의 논문, 4-5면)

112) 문형섭, 앞의 논문, 4-5면; 권오걸,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
해서 -”,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1, 409면

113) 사취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표시, 거짓 약속 등의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조품, 위폐, 위조증권 등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획득할 계획을 고안하거나 고안할 
의도가 있는 자가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편 서비스에 의해 배달될 어떤 것이라도 우체국 등에 
보내거나 보관시키거나 그렇게 되도록 야기하거나 그곳으로부터 그것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2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 편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이창온, 앞의 논문, 39-40면)

114) 사취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표시, 거짓 약속 등의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
을 고안하거나 고안할 의도가 있는 자가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
법으로 어떤 글이나 신호, 그림, 소리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 편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이창온, 앞의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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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mail fraud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오

히려 우리 배임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15)

Ⅲ. 그 밖의 국가

1.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252조에서는 배임행위를 횡령죄의 구성요건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보관물의 인도 의무나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위탁물의 보관, 관리 또는

다른 법적 근거로 이를 소지하는 자가 금전, 재화, 유가증권 기타 동산 혹은 재산

가치를 영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득 재산의

가치가 400유로 이상인 재물을 소지하겠다고 다투면 제240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

250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재물 영득 행위와 함께 재산 횡령 외

에 배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116) 스페인은 배임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일 형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광의의 경제적 재산개념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는 등 독일 형법 제266조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117)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형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법률, 관청의 위임 또는 법률행위를 통해

인정되었으며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한을 정을 알면

서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 손해를 가한 자는 6월 이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배임죄를 처벌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

항의 행위로 3,000유로 이상의 손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5,000유로

이상의 손해를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 그 형을 차등하여 가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고의범이 중죄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15) 이창온, 앞의 논문, 38-44면
116)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59면
117)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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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수범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118)

오스트리아에서는 사무위탁의 근거를 명백히 하고, 행위자 등이 재산상의 이득취

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독일과 유사한 입법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배

임행위가 ‘권한남용’으로 인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미수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와 구별되고 있다.119)

3. 스위스

스위스 형법 제138조 제1항에서는 “자신에게 위탁된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타

인으로 하여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하기 하여 영득한 자, 자기에게 위탁된

재산적 가치를 자기 또는 타인의 수요를 위하여 위법하게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범한 배임은 고소에

의해서만 형사소추 된다.”라고 규정하여 횡령행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처벌하고 있

고, 동조 제2항에서는 “관청의 구성원, 공무원, 후견인, 보좌인, 직업 재산관리인으로

서 행하거나 또는 관청에 의하여 위임된 직업, 영업 또는 상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서 본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

적 지위를 가진 자에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중죄의 기준은 3년 이상

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120)

스위스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임무위배행위’

가 있거나 또는 이들 행위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않

고, 단지 그 행위 유형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수요를 위하여 위법사용’한 경우로

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배임죄를 사무처리위반죄의 성질을 가진 거동범으로 인정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121)

제3절 검토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구 민법 하에서는 대향적 거래행위

118) 법무부, ｢오스트리아 형법｣, 2009, 91면,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
찰”, 161면에서 재인용 

119)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61면
1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위스 형법｣, 2009, 80면,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61면에서 재인용
121)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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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일본의 처벌 사례와 유사하다. 즉,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매도

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의 합의만으로도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를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

매목적물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위반하여 매도인이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점유 또는 자기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매도인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변화된 이후에도 매도인의 위와 같은 신임관계 침

해라는 불법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122)에는

찬동할 수 없다.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구 민법 하에서는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이며, 매수인에게 매

매목적물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만을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

는 의무자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자에 해당함에 비추어 이를 제2

매수인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의사

주의를 채택하던 구 민법 하에서는 이중매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

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형식주의하

에서는 계약상 의무의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아직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가 매수인의 소유권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구 민법 하의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와 형식주의 하의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의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는 의사주의 하에서 ‘매수

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라는 매도인의 불법성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

한 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임죄 처벌의 연혁 상 이유로 대향적 거래행위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향적 거래행위의 일방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을 인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독일 · 일본 등 위에서 서술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배임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형법에도

“배신의 죄(Abus dodonfiance)”라는 개념이 있으나 이는 미성년의 궁핍을 이용한

거래 또는 백지 위임자의 남용이나 위탁물횡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배임죄와는

122) 앞의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다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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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123) 배임죄를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배임죄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폐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앞에서 보았듯이 판례도 이

를 받아들여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이와 같은 학계

및 판례의 견해는 독일의 배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스페인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스트리아 형법에 의해서도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 자도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이중매매행위의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스위스 형법에 의할 때에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이상 이를 두고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된 재산적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향적 거래행위

의 이중매매행위에 관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권변동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하의 매도인의 매매목적

물 처분행위는 ‘매수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일본의 형사 처벌을 이유로 대향적 거래행위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대향적 거

래행위 일방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

123) 법무자료 제45집(외국형법), 법무부, 1980, 205~206면,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2010, 32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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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배임죄 처벌의 본질과

‘사무처리’의 법적 성격

제1절 문제점

목적론적 해석방법은 배임행위를 형사 처벌로 규정한 이유, 즉 입법 취지 등을 검

토하는 작업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는 배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는 배임죄 처벌의 본질에 관한 사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배임죄 처벌의 본질은 형사 처벌의 정당화 근거의 귀결로 배임죄 적용 범위와도

관련된다. 그 정당화의 근거를 어디서 구하는가에 따라서 배임죄 성립범위도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의 무한정한 확대적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

법으로 사무처리의 근거와 관련한 보증인 지위의 필요 여부와 관련한 문제, 사무의

타인성 · 재산 관련성 · 독립성 및 그 내용과 관련한 해석기준의 정립이 요구되는

데 이하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제2절 배임죄 처벌의 본질

Ⅰ. 배임죄 본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배신설124)

배신설은 배임죄의 본질은 대외관계에서의 권한남용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대내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무, 즉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데 있다고 한다.125) 이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본인에

대한 신뢰 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배임

124) 김성돈, 「형법각론」, 제5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443면; 배종대, 「형법각론」, 제10판, 홍문
사, 2018, 406면; 임웅, 「형법각론」, 제9정판, 법문사, 2018, 519면;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제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63면; 신동운, 「형법각론」, 초판, 법문사, 2017, 1150면;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 박영사, 2016, 385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
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8, 421면  

125) 이창섭, 앞의 논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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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고, 대외관계에서 대리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자의

배임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126)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횡령

죄는 신임관계의 위배라는 배신성에서 본질을 같이하지만, 행위객체에 의하여 서로

구별이 되는데,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행위객체로 하므로, 횡령

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127)

판례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

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

시128)하거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

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

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129)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배신설

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을 취하게 되면, 대내 관계에 있는 모든 채

무불이행자가 신의칙상 기대되는 채무이행행위를 배신하게 되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하게 되므로,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에 불과한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어 민사상의 문제를 형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30) 그러나

이에 대해 배신설을 적용하는 견해는 배임죄 주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 구성요건해석에서 적용 범위를 법치 국가적으로 제한한다면 배임죄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131)132)

2. 권한남용설133)

126) 장승일, 앞의 논문, 299면
127) 이창섭, 앞의 논문, 25면
12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3013 판결
12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대법원 1976. 5. 11. 서너고 75도2245 판결
130)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141면
131)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06면
132)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무제한하게 확대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구성요건요소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단순한 채무이행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배신설의 적용 한계를 지을 수 있다(임웅, 앞의 「형
법각론」, 519면).

133) 아래 권한남용설 및 사무처리설에 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비판은 이창섭, 앞의 논문, 26면; 장승
일, 앞의 논문, 301면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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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데 있다고 하면

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으로 이해하므로, 배임행위는 대리

권 있는 자의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제한되며, 배임죄는 법률행위, 횡령죄는 사실행

위로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와 횡령죄는 택일 관계에 있으므로 배

임죄와 횡령죄는 침해방법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한다.

이 학설은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임행

위를 대외적 법률행위에 국한하기 때문에 배임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사무처리설

사무처리설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을 배임죄의 본질로 보면서, 배신설에서 말하는 신뢰 보

호라는 개념의 막연함을 회피하기 위해 그 의무를 민법상의 재산보호의무에 한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기서의 사무가 법률상의 의무인지, 사실상의 임무를 포함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고, 법률상의 의무에 한정한다면 앞서 본 권한남용설과 별반 차이

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4. 사무처리의무위반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의 배신구성요건과 같이 “신뢰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의 문언은 “배임행위”라고 읽어야지 “배신행

위”라고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근거로, “임무”라는 말은 “맡은 사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본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사무처리의무위

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134)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본질을 신임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사무처리의무

위반에서 구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범죄의

본질은 그 범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사무처리의무위반이라고

134) 허일태, 앞의 논문,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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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체의 범위에서 그 본질을 규명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135)

5. 이득행위설136)

이 견해는 배임죄 본질을 법 규정의 내용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본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서의 영득행위설과 마

찬가지로 배임죄에서는 이득행위설이 더 타당하다고 한다.137) 입법형식에서 볼 때

독일, 일본과 같이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에서 찾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 형법은

제355조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355조 제2항에서 배임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우

리 형법은 1940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138)

Ⅱ. 배임죄 본질 관련 견해대립에 관한 검토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

교법적 검토를 통한 우리 형법의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면 독일, 일본과

같은 배임죄 처벌 규정을 둔 국가에서 그 성립요소로 ‘임무위배’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배임죄의 본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서,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구

성요건을 설정하면서 타인과 사무처리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임죄의 본질을

파악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39)

그러나 배신설은 민사상 모든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신임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와 관련한 문제로 귀결된다.140) 위와 같은 제한해석은 보증인 지위의 필요 여부와

관련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사무처리의 근거와 연관되고, 사무처리의 내용 및

135) 김현우, “배임죄의 행위주체의 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한양법학 제34권, 2011, 227면
136)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4, 378-379면
137) 원혜욱, “배임죄의 개정방안 –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

호, 2004, 814면
138) 김현우, 앞의 논문, 227-228면
139)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50면
140) 임웅, 앞의 「형법각론」,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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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의 독립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 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므로 이

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사무처리의 법적 성격

Ⅰ. 보증인 지위의 필요 여부

1. 문제점

위임, 고용계약과 같이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임인 또는 근

로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사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배임행위 그 자체

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작위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의

문이 없다. 예를 들어, 甲회사의 이사가 甲회사 명의로 재무상태가 불량한 본인 소

유의 1인회사인 乙회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경우를 가정

하여 보면, 乙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해 준 행위

자체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작위범에 해당한다.

반면 대향적 거래행위의 경우 위의 사안과는 구조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

산 이중매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 의하더

라도 매도인에게 부여된 ‘사무’는 ‘등기협력의무’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매매목

적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무’의

위반은 아니다. 즉, 특정물인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

써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상태가 초래되고, 그 결과 ‘등

기협력의무’의 달성이 불가능이 초래되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제2매수인에

대한 양도행위 그 자체가 ‘등기협력의무’의 위반은 아닌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대향적 거래행위의 이중매매의 경우 ‘등기협력의무’라는 작위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 문제 되는데,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범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증인 지위 및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등 가벌성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141) 대향적 거래행위의 형태의 배임죄의 경우 작위

와 부작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배임죄의 본질에 관

한 배신설에 의할 때 그 적용 범위의 무한한 확대 방지를 위한 제한해석의 관점에

141)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총론」,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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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의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에 관한 견해대립을 검토하고, 대향

적 거래행위의 행태에 의한 배임죄에 대한 각 견해의 결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은 자연과학적 · 인과적인 분류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해석

과 적용을 고려한 법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태의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그 행태에 대한 법적 비난의 중점이 작위 요소에 있느냐 아니면 부작위요소에 있는

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를 규범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규범적

평가설)가 존재한다.142)

위의 견해에 대하여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는 법률 심리의 결과에 의

하여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 감정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한가’를 검토하여 작위만 형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가 문제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작위우선설)143)가 있다. 이 견해는 특히 신체적 활동이 있었

는가 또 그것이 발생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144)

이에 대하여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결과 발생을 초래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먼저 일정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지향하는 신체적 활동이 있었는가

여부와 이러한 적극적 행위와 발생한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

러한 요건이 구비 되면 작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견해

(인과관계기준설)가 존재한다.145)

3. 사무처리의 근거

사무의 처리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맡은 일을 타인을 위해 신의칙에 따라 성실

히 수행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말한다.146) 타인의 사무처리는 타인과 사무처리자 사

142)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총론」, 348면
143)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119면
144)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119면
145) 박상기 · 전지연, 「형법학」, 제4판, 집현재, 2018,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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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의 근거로는

① 법률(친권자 · 후견인 · 파산관재인 · 집행관 · 회사대표), 계약 또는 법률행위

(위임 · 고용 · 임차계약 · 도급)에서 생기는 법적 신뢰 관계의 경우와 ② 신의성실

의 원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상의 신뢰 관계가 있다.147)148) 법적 신뢰 관계의 경

우 사무처리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데 배임행위의 핵심이 있는 반면, 사실상

신뢰 관계의 경우 배임행위의 핵심은 신의성실 위반, 신의 파괴 또는 배신에 존재

한다.149)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신임관계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

정된다.150)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가는 무효의 원인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는데, ① 마약의 판매를 부탁받는

경우와 같이 명백한 법률적 금지를 이유로 무효인 경우나 무효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지

만, ② 법적 형식이나 행위능력의 결여 등을 이유로 한 무효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무처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151)

4. 검토

먼저 작위우선설에 의할 경우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 양도 및 소

유권이전등기라는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의 불이행

이라는 배임의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매도인의 이

중매매라는 행태에 의한 배임죄는 작위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비난

의 중점은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평가설에 의할 때에도, ‘등기협력의무 불이행’이라는 결과는

146)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각론」, 387면 
147)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0면
148) 이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

를 해 둔 가등기권리자나 양도담보권자, 이중매매의 부동산 매도인과 같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아니라 법률 · 계약에 의해 인정되는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
해로,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0면  

149)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09면  
15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
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51)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23면; 임웅, 앞의 「형법각론」,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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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과

관계기준설에 의할 때에도 모두 대향적 거래행위의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죄는 작위

범으로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대향적 거래행위에 있어

이중매매 형태에 의한 배임죄의 경우 작위범이 된다는 점에는 그 결론을 같이하므

로 부작위범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증인 지위’는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볼 경우 사무처리의 근거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되므

로, 배임죄의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소지가 있다. 즉, 신의성실의 내용은 적용

자의 윤리의식 내지 정치적 ·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152) 결국 배임죄 적용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과 사무처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상의 신

뢰 관계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사무

처리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53) 판례 역시 “그러나 신임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

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 · 주변적인 의미를 넘어

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154)라고 판시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를 요구함으

로써 보증인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배임죄의 적용 범위의 무한한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신임관계 위배’라는 배

신설에 기초하여 사무의 근거 및 내용 등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는바,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무의 타인성

152)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0면  
153)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0면;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각론」, 388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23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45면
15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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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 함은 사무의 주체이자 재산의 귀속 주체로 행위자를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155) 행위자와 “타인” 사이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대내적

신임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

리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156)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단순한 채권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이는 자기의 사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157) 타인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모

두 포함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타인에 해당할 수 있다.158) 그러나 자기의 사

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 내용인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로 보아야 한

다.159) 특히 이는 대향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 사안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데 해당 의무가 사무의 타인성도 갖는지는 각 계약

에 따른 의무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하 각 계약에 따른 의무의

법적 성질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Ⅲ. 사무의 재산 관련성

타인의 사무는 재산관리사무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① 배임죄

의 주체를 재산상 신임관계의 위배로 한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재산상 사

무처리자가 아닌 의사, 변호사, 교사의 경우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한 재산적 이

익을 꾀하고(불법이득의 의사) 본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죄의 성립

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배임죄 성립범위의 확대 위험성은 불법이득의 의사 등 다

른 구성요건에 의해 제거된다는 견해160)가 있다. ② 이에 대하여 본인에게 결과적으

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재산권에 관한 사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견

해는 배임죄 구성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

하면서,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재산죄이므로

재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무는 제외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사무에 한정함으로써

배신설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161)가 있다.

155)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56면 
156)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07면  
157)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66면
158)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56면 
159)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66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26면; 배

종대, 앞의 「형법각론」, 410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47-448면  
160) 임웅, 앞의 「형법각론」, 523면; 오영근, 앞의 「형법각론」, 381면  
161)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69면,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각론」, 367면; 이

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23면;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07-408면, 김성돈, 앞
의 「형법각론」,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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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

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

다.”라고 판시함으로써,162) 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②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로 이원화

하여 재산관리사무에 한정된다는 견해로 보인다.

Ⅳ. 사무처리의 독립성

타인의 사무처리는 행위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 독립성과 책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신뢰 관계의 배신을 인정하여야 하

므로 본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독립적 사무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163) 이익의 귀속 주체인 본인의

엄격한 지시에 구속되어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행위자의 독립된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는 사정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부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64) 이러한 독립성은 책임인정의 근거

가 되는 동시에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해 주는 기능을 한다.165) 그 밖에 사무처리에

서 대외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유형, 예를 들면 중도금을 받지 않는 부동산 양도인,

증여의 구두 약정자도 배임죄 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166) 다만 그 사무를 고유한

권한에 의하여 처리하는 자임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 기관으로서 사실

상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여기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167)

Ⅴ. 사무의 내용

16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163)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69면 
164)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각론」, 387면  
165)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47면
166)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1면  
167)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

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 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
하는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
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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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일을 말하고, 공적인 사무인가 사

적인 사무인가를 묻지 않으며,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모두 포함한다.168) 그러나 타

인의 재산적 이익이 자기 자신의 반대이익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이익 부분이 자신

의 이익에도 연결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채권·채무 관계는 가

벌적 배임의 영역 밖에 있다.169)

제4절 소결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배임행위의 형사 처벌의 정당화 근거는 타인과 그 사무

를 처리하는 자 사이의 ‘신임관계 위배’라는 배신에 있다는 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만, 배임죄 처벌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을 취하는 경우 모든 민사상 채무불이행

이 신임관계의 위배를 동반함에 따라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문

제점이 존재하였고, 이는 형법의 보충성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할 몇 가지 방법이 요청된다.

비록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행위가 부작위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배임죄 적

용 범위 확대 방지를 위해 보증인 지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자신의 채권적 급부의

무를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일정 범위의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요구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채

권·채무 관계는 배임죄의 영역 밖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요청되는 ‘협

력 의무’170)가 자신의 채무이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지가 고의의 문제와 연관되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168)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63면
169)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각론」, 387면  
170) 이는 중도금을 수령한 동산 매도인의 인도의무 ·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채권양도인의 채

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의무, 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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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배임죄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에 관한

판례171)의 검토

제1절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Ⅰ. 사실관계172)

甲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

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乙에게 특허권 이전을 권유하고 乙이 이를 승낙

하자, 甲은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위 특허권에 관하여 甲 앞으로 이전등

록하는 방법으로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甲에게 시가 불상의 이 사

건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하였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Ⅱ. 대법원 판시 내용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

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

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이후 “甲이 이 사건 특허권이 乙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17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172) 대상판결에서는 甲과 乙이 주고받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그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
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甲과 乙에 대한 배임수 · 증재죄의 
성립도 부정하였으나, 해당 글에서는 甲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성립과 관련한 고의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설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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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 특허권을 이전하라고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인 피

고인 1과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향적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하면서 자

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만

으로 甲이 배임의 의사가 없었던 乙에게 배임의 결의를 하게 하여 교사하였다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라고 판시하였다.173)

제2절 대법원 판례의 태도 검토와 관련한 견해

Ⅰ. 적극가담설

배임죄는 추상적인 구성요건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의 단계에서 바

라보면 대향범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불가벌적 대향자

인 수익자가 구성요건 실현에 요구되는 소극적 기여 또는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서서 범행 결의가 없는 상대방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상대방과 공모하는 등과 같이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경우 형벌 확장사유로 인정되는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기여 정도가 기능적 행위지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공동정범

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같은 일반적 편면

적 대향범 관계까지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174)가 있다.

Ⅱ. 최소관여의 원칙설

어떤 범죄가 대향범에 해당하는가는 구성요건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

성요건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향자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

제로, 최소관여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배임적 거래행위에 응함으로써

173) 이와 같은 대법원 판시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리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자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신분범인 횡령죄 등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흔재 · 황태윤,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2016년, 249면 
참조

174) 김성돈, “최신판례분석: ‘대향범’과 공범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 최신
판례분석 제65권 제9호, 2016년, 558-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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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를 가능케 한 경우 배임방조로서 불가벌이며, 대향자가 그 정도를 초과하

여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배임교사죄나 배임죄의 공

동정범을 구성한다는 견해175)가 있다.

Ⅲ. 부당한 관여설

배임죄는 필요적으로 대향적 행위를 예정하는 형태의 범죄구성요건을 지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향범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수익자의 가담의 형태가 교사하거

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계, 위력, 궁박한 상태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등 ‘부당한 관여’가 있는 경우 정범으로 처벌가능하다는 견

해176)가 있다.

제3절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 성립하며, 공동정범 성립을 위

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

을 것을 요한다.177) 공동가공의 의사란 서로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

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178) 공동가공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

배의 본질적 요건이며, 이로 인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로 결합 되어 분업적으로

실행된 행위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179)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귀속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180)

판례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

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

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

175) 원형식,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9년, 519-520면
176) 강우예,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형태”,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7년, 275-286면
177)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459면
178)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총론」, 446면
179)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459면
180) 박상기 · 전지연, 앞의 책, 255면



- 57 -

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181)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사를 인

정하고 있다.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이중의 고의

교사범은 교사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도 구비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

서 이중의 고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교사자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행하여

질 특정한 범죄와 특정한 정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신분범에 대한 교사에

있어서는 교사자에게 정범의 신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182) 구체적인 범행의

특정 없이 가벌적 행위일반 내지 법률구성요건에 서술된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교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아직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183)

Ⅲ. 검토

위의 대법원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3절

에서 공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30조에서 공동정범을, 제31조에서 교사범

을, 제32조에서 종범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판례의 태도는 대향적 행위의 존

재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의 거래상대방에게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판례는 그 이유의 주된 근거로 그 거래상대방은 ‘배임죄의 정범과 별개의 이해관

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거래상대방은 정범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범에게 재산권 이전

을 요구한 것으로 위 재산권 이전의 요구는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사에 기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는 甲은 특허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乙에게 매

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모두

정범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시키겠다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거래상대방

에게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범이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181) 대법원 2001. 11. 9. 2001도4792 판결
182)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총론」, 485면
183)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새로 쓴 형법총론」, 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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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산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임죄 정범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

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즉,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행위에 비추어 그 내심의

의사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본인과 정범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배임행위에 해

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정범을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배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는 것이며,

각 공범성립에 필요한 고의 역시 충족하고 있으므로,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절 2014도17211 판결의 법리 적용 가능성 검토

대향적 거래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

다. 매도인 혹은 양도인은 매매대금 또는 양도대금 취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매

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다. 담보권설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다. 즉 이와 같

은 모든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행하여지는 것이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 정범과의 관계와 법적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

적시된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

는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

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인식과 의사(사무의 타인성), 즉

고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184)

의 반대의견도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매매계약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래부터 상대방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도 아니고, 신임관

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계약상대방의 재산적

184) 앞의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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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 · 관리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

고,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그 반

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향적 거래 관계에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타인의 사무라고

보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처리하는 사무도 타인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보수를 얻기 위한 고유한 업무로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자기의 사무이기도 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 일정 이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도 타인의 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대향적 거래행위인 매매계약 등과 위임계약을 동일하게 보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위임계약의 경우 수임인은 처리하는 사무의 이익 발생에 따라 위임

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처리하는 사무에 의한 이익 발생이 높아질수록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을 보수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임인과 위임인은 공동의 이해관

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는 신뢰 관계 또는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수임인이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와 같은 신뢰 관계에 위반하여 행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과 의

사가 존재하는 등 고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경우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높게 받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

화 하는 것이지만 반대 당사자인 매수인이 경우 매매대금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이

익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대향적 거래행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반대의 이해관계

를 가지므로 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임, 고용계약 등과 같은 타인

의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대향적 거래행위자가 반대

당사자로부터 얻을 이익의 만족을 얻은 반면 본인의 의무를 반대 당사자에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대향적 거래행위자가 상

대방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자신의 이익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반대 당사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사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

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

전등기 등 의무의 이행은 더 이상 매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매수

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자신의 이익의 만족을 얻은 매도인의 입장

에서는 매수인과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

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므로 자신의 의무의 이행이 매수인의 재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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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력하는 사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존재하게 된다.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반대의견은 ‘중도금이 수수되어 한쪽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

계에 이르렀다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대금을 지급받

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매수인의 재

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

서 중도금 수령 이후 매도인의 배임죄의 주체성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

변경의 합의 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중도금 수령만으로는 소유권이전

의무 등 객관적 의무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고의

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모든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중도

금만을 수령한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는 이유는 나머지 잔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은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

서 타인의 사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

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사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존재하여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반대의견이 비판하는 것처럼 객관적 의무의 성질이 변화하

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가 변화한 것으로, 객관적 의무의

성질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작용(예를 들어 형성권인 취소권의 행사, 계약 당

사자의 합의 등)이 필요로 하지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적 고의의 생성은 위와 같은

별도의 외부적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에

대한 재반박이 가능하다.

문제는 위와 같은 고의의 생성, 정확히 말하면 고의의 지적요소를 인식 가능한 시

기는 각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의무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배임죄 주체가 주로 문제 되는 각 계약 유형별로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의무

의 내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

가 인식 가능한 시기를 확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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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향적 거래행위의 계약유형별

배임죄 주체성 검토

제1절 동산 · 부동산 이중매매

Ⅰ. 동산 이중매매

1. 동산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제2매수인에게 그 동산을 이

중으로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185) 우리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

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말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하는 부

동산(민법 제99조 제1항)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민법 제99조 제2항)은 모두

물건에 속한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하고 소유권의 객체

가 된다는 점에서 그 속성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86)

나. 동산의 물권변동

우리 민법은 제186조, 제188조에서 각각 부동산과 동산물권에 관하여 성립요건 주

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등기 · 인도라는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187)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185)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66면
186) 권오걸, 앞의 논문, 412-413면
187)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5, 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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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인 매매계약과 매도인의 동

산의 ‘인도’ 및 매수인의 ‘인도의 수령’이 필요하다. 동산의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인

도’는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동산에 관하여 직접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이 통상적

이나, ② 매도인의 계속 동산을 점유하는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민법 제189조), ③

제3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민법 제190조)에 의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매도인 또는 제3자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형사상 죄책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한 경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매도인이 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188)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동

산의 반환청구권을 제1매수인에게 양도한 이후, 매도인이 위 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2매수인이 위 동산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횡

령죄가 성립한다.189)

2. 배임죄 성립에 관한 견해 대립

가.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발생하고, 매도인은

자기의 사무이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190) 부동산의 등기협력의무와 동산의 인도 의무는 그 구조와 내용에 별

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상황에서는 등기협력의무 외에도 주식교부협력의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188) 임웅, 앞의 「형법각론」, 541면; 오영근, 앞의 「형법각론」, 392면
189) 오영근, 앞의 「형법각론」, 393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67면; 임웅, 앞의 「형법각론」, 541면
190) 임웅, 앞의 「형법각론」,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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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인정하여 왔고, 중요한 영업비밀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상 재산관리

대행의무나 재산관리협력의무의 존부를 묻지 않고 넓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

립한다.191)

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

1) 협력의무를 부정하는 입장

사회생활상 수시로 발생하는 사소한 배신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이 개입한다면 형

법의 자의적인 확대적용을 통한 사적 자치의 침해결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달성되

었던 계약 당사자의 균형점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사법질서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동산

의 매매는 단순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일 뿐 협력할 사무라고 볼 수는 없

다.192) 동산과 부동산의 일반적인 가액의 차이, 부동산계약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 필요성, 민사적 수단을 통한 구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달리 동산

의 이중매매를 형법상의 배임죄로 다루어야 할 형법 정책적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193) 계약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중매매 사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

험을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이론을 구성하는 것

이 법적 통일성 관점에서 타당하며, 형법적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4)

2)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권자 · 채무자 관

계를 넘어서는 지위가 생겨나고,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

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된

상태의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

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취득 혹

191) 김일수 · 서보학, 앞의 「형법각론」, 391면; 이창온, 앞의 논문, 33-34면
192)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계 간 고찰”,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2012, 291면
193)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4면
194) 박광현, 앞의 논문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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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형사법의 개입이

아닌 민사상 계약의무 위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 귀착시켜야 한다.195) 동

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경우 동산의 가치와 관계없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

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고가로 생각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등기제도에 있어서

의 공동신청주의의 취지를 저버리게 되며, 배임죄의 적용 범위도 지나치게 확대되

어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196)

3. 검토

가. 동산 매도인의 보증인 지위 발생 시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이에 따라 매도

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이와 같은 재

산권 이전의무는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

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585조), 쌍무계약의 당사

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

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이 재산권

을 선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

급과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재산권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신의칙 등에 기한 계약상 의사해석에 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매도인의 위와 같은 재산권 이전의무는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매수인의 잔금지급

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바, 결국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매도인은 매매

대금 취득이라는 ‘자신의 사무’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을 협력할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다만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권

195) 류승훈 · 서상문,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 252-253면

196) 이창섭, 앞의 논문, 44면



- 65 -

이전에 협력할 사무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매

수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 · 관리하는 것을 전형적·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까

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 보전에 협력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는 매매계약 이행의 여러 단계 중 과연 어

느 단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

관리하는 것을 전형적·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에까지 나아갔는지를 탐구하는 것으

로 귀결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임관계라 함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동산을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권’이라 할 것인데, 쌍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서로 그 상대방에게 의

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단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형성된

신임관계를 두고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매도인의 배임

죄 주체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동산을 인도하는 이유는 나머

지 잔금을 지급받기 위함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도인에게 ‘사무의 타인성’에 관

한 인식이 존재할 리 없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고의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매도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문언의 해석가

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대항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

한 관계에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

벌하는 이유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침해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형성된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에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형성된 신임

관계의 내용 및 성격은 법률, 계약, 신의칙 등을 기초로 한 해석 따라 판단되는 것

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를 받았는지 등 공시방법

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실적 · 실질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하며, 매수인에게

사실상 · 실질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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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취급하여야 한다.197)

소득세법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8조 제1호 전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 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라고

판시198)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

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99) 이에 더하여 매도인의 취득세 납

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

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

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200)고 보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매도인의 취득세 납부의무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

고201),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말하고, 형식적 요건이라 함은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

므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경과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사

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매목적물에 관

한 사실상 · 실질상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회통념 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

197) 강동욱, 앞의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171면
19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199) 아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산과 부동산은 소유권취득을 위한 공시방법에 있어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 공시방법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매매목적
물에 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목적물에 관한 사실상 ·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그 법적 구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부동산에 관한 사실
상 이전에 관한 위 판례 법리 역시 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200)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20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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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매매목적물

에 관한 소유권이 실질상 · 사실상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청구 및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임관계는 ‘매도인이 사실상 · 실질상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목적물

에 관하여 매수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해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

한 완전한 소유권취득에 협력하는 것이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었다’ 할 것이므

로 구성요건의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은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산 양도담보와 비교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

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무’라는 보증인 지위가 존재하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차용금

을 지급받은 이상 양도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사

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 역시 존재하기 때문으로,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와 매도

인을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과 비교

다음으로 부동산 매도인과 비교하여보면, 물권변동은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

와 매매대금 지급 등의 실질적 요건과 공시방법의 구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바, 동산과 부동산은 형식적 요건인 그 공시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요건인 법적 구조는 동일하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

제도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라 할 수 있는데, 동산의 경우도 사실행위에 해

당하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인도의 수령이라는 협력관계를 요하

므로 동산의 매도인도 매수인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적용

에 있어서 동산의 매도인과 부동산의 매도인을 달리 볼 필요는 없다.202)

202) 동산의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도 “동산매
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한편으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용익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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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이중매매

1.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

나 아직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를 말한다.203) 형법상 이중매매가 문제되는

경우는, ①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매수인으로부

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②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제1매수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③ 매도

인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2매수인에게 잔금을 받

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로서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등 3가지가 존재하는데204), 대향적 거래

행위자인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주로 ③의 경우와 관련되므로 이하에서는

③유형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나. 부동산의 물권변동

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아 이와 같은 점을 지
적하고 있다. 다만 위 반대의견은 배임죄 본질에 비추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
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
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긍
정하고 있는데,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
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어야 함에 비추
어 볼 때 채무의 이행이 자기의 사무로서 성질과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라는 성
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위 반대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참조).

203)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4면
204)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

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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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

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

기까지 마쳐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

리 민법 아래에서는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 이상 타인의 재

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205) 만일 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이중매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

2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만이 문제 된다.206)

다. 매매계약의 이행단계별 배임죄 주체 인정 여부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서의 관건은 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의 어느 단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서게

됨으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207) 매도인이 제1매수

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

로(민법 제565조), 이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불과하고 아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

는 제1매수인에 대하여 단순히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데 그친다고 보는

것이 견해의 일치된 태도이다.208) 매매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총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9) 따라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

다.

2. 배임죄 성립에 관한 견해대립

205)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8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64면; 신동운, 앞의 「형법각
론」, 1184면

206)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1면
207)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5면
208)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5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64면;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86-1187면; 김일수 · 서보학, 앞의 「형법각론」, 390-391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
각론」, 436면

20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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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제1매수인의 계약의 이

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

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상의 신임관계에 서게

되므로 이 시점부터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210)

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

중도금 내지 잔금까지 지급한 매수인은 형벌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

배상제도와 중도금 보호제도를 마련해서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

어 타당하고,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란 논리적으로 매도인

의 임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고 등기서

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물권적 합의가 있거나 매수인이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

때에야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211)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

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사법상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 내지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되어야 할 계약 내용의 일부일 뿐 형사상 처벌받을 만한 행

위를 해태한 것의 근거라 할 수 없으므로 민사 채무불이행은 종국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212)

3. 등기협력의무에 대한 검토

가. 의의

210)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5면;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9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
론」, 464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36-437면(다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와 관련하여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로 보는 판
례와는 달리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
립하지 않음에 비추어 매도인이 제2매수인을 위한 등기이전에 착수한 때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판례와 마찬가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보는 견해로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2면; 김일수 · 서보학, 앞의 「형법각론」, 391면, 등기
협력의무의 이행불능의 위험이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견해로 신동운, 앞의 「형법각론」, 1187면 참조

211) 오영근, 앞의 「형법각론」, 390면
212) 류승훈 · 서상문, 앞의 논문, 250면



- 71 -

1) 등기협력의무의 의미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

568조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매매의 목적

인 권리가 물권 등과 같이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

추어야 하는 것이면 등기에 협력하고 인도를 하여야 한다.213) 이는 물권변동의 형식

주의를 취한 민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의무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그 자체의 이전을 위하여 등기에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이

와 같은 의무를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

가 대립한다.

2) 공동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2조 1항 본문에서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에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주의

를 명시하고 있다. 공동신청주의는 실체관계에 대한 공증 대신 양 당사자가 공동으

로 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 등기의 신청

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

후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데(부동

산 등기법 제24조, 규칙 제67조 제4항), 등기의 신청은 일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은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214)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전제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많으나, 우리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요하지 않는 대신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 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동신청의 원칙은 권리의 등기에

관한 원칙에만 적용되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에는 단

독신청이 원칙적 형태이다.215)

213)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중판, 박영사, 2013, 183면
21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2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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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의 구별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

대방의 협력(등기신청의 의시표시)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권리가

등기청구권으로,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16)

이와는 달리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

다.217)

4) 등기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신청정보의 주요한 것은 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②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④ 등기의 목적, ⑤ 등기필정보 등이 있다.218) 등기원인은 “매매”로, 등

기연월일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을 기재한다.219)

부동산 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정보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거래가액의

등기를 위한 거래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부동

산의 표시, 등기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등기사항, 당사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220)

나. 등기협력의무의 발생 시기

1) 중도금 지급시설

215) 법원행정처, 앞의 「부동산등기실무(Ⅰ)」, 134면
216) 법원행정처, 앞의 「부동산등기실무(Ⅰ)」, 135면 
217) 법원행정처, 앞의 「부동산등기실무(Ⅰ)」, 134면
218) 곽윤직 · 김재형, 「물권법(민법강의Ⅱ)」, 제8판(전면개정) 보정, 박영사, 2015, 87면
21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223면
22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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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관한 표준계약서식(검인계약서) 제2조의 내용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여 …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한다는 견해221)이다. 등기협력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

비 · 제공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작위의무와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부작위의무로 구성

되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작위의무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가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의무로서 요구된다.222)

2) 잔금 지급시설

계약금 수령일 때는 물론이고, 중도금까지만 지급받아도 아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는 단지 등기이전협력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권 정도에 불과하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은 후에야 실질적으

로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가 발생한다.223)

3)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교부시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고, 물권적 기대권은 물권적 합의

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가 물권적 합의의 징표

가 되므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는 등기절차이행의무가 발생하

지 않는다.224)

다.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2면;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8면
222) 이창섭, 앞의 논문, 40면
223) 주지홍, 앞의 논문, 328면; 허일태, 앞의 논문, 146면
224) 강동욱, “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2016,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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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설

등기협력의무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매수인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매

도인에게 특정한 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등기이전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처분 및

추가 금원 수령 금지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 규범적 개념으로서 인정된다.225) 부동

산등기법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라는 공법상 행위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일방

적인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처

리해야 하는 사무를 매도인 자신만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226)

2) 부정설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사실 매매계약 상 매도인의 채권적 의무에 다름 아니고

등기신청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매도인의 의무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의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등기관을 상대로 하는 등기신청사무의

방식에 불과하고 이는 등기소가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요건이지,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에서 상호 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27)

5. 검토

가. 보증인 지위의 발생 시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매

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이 규

정한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은 앞에서 살

225) 강수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고려법학 제76호, 2015, 252면

226) 이창섭, 앞의 논문, 35면
227) 문채규,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2016, 24-25면; 

장승일, 앞의 논문,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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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위해서 매도인이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등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다만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만으로는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협력의무

를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를 전형적 · 본질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의

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채무이행이 타인의 사무의 성

격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은 서로 논리적 관련성이 없다.228) 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

서 살펴보았듯이 잔금 지급과 매매목적물의 이전에 관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와 같은 협력의

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

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의칙에 의하여 형성되는 신임관계는 ‘매수인이 잔

금 지급의무를 완료하는 것을 동시이행 조건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신임관계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것을 전형적 · 본질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중도금만을

수령한 매도인을 배임죄 주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반대 당사자인 매수인

으로부터 잔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절차에 협력하는 것일 뿐이므로 매도

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거나 사회통념상 거

의 모두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

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실질상 · 사실상 이전되는 점, 매도인은 제1매

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배임

죄의 주체가 되고, 만일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게 되면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229) 동산의 경우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 수령을 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매수인의 협력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경우와 그 법적 구조

가 동일하므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동산과 부동산의 매도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

이에 더 나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에 협력할 의무는 더욱 분명해진다. 부동산의 경우는 동

228) 박찬걸, 앞의 논문, 17면
229)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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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경우와는 달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

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

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

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

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 임차인으로부

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230)고 보고 있고, ② “토지

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

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사용할 권리

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

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 ·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231)하고 있으며, ③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

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

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라고 판시232)하여, 미등기 매수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소유권자인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위, 철거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상물매

수청구권은 토지 위 건물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건물

철거는 위 대법원 판시사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

는 사실행위인바,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고 있

는 미등기 매수인에 관하여 법률상 · 사실상 처분권을 인정하면서 형식주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할 수는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서 ‘실질상 · 사실상 소유권’이 매수

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목적물을 사용 · 수익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

23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23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23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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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성된 신임관계는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실질상 · 사실상 소유권 또는 이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법률상 · 사실상 처분권)를 보호하는 것’을 전형적 · 본

질적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 이

익을 보호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게 되어 배임죄 주체에 해당한다. 또한, 고의

의 측면에 비추어보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매매목적물

에 관하여 점유를 이전한 매도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을 가지고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으며, 매수인

에게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철거처분권이 인정되

는 등 당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 · 사실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등기 협력을 이행하는 사무가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취득

을 위한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

식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는 것 이외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사무의 성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매매

대금 지급을 이유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이에 더 나아가 당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까지 이전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 · 수익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상 · 사실상 소유권은 매수인이 보유하게 되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되었다 할 것이므

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보증인 지위가 존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단계에서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해

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범위 내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

다.

나.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차별 취급

의 존재 여부

중도금의 지급만으로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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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받고 제1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2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하는 종전 판례

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은 우선순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 달리 취

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논리적 귀결로서 제2매수인

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만으로 매도인에게 배임죄 주

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2매수인을 제1매수인과 차별취급하는

것이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소유권이전 의사와 능

력이 존재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채권자평등과 일치하는 해석이

라 할 것이다.233)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종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매

도인에게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쌍무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각 계약 당

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성질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그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불능이 존

재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반

대로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반대 당사자에게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

이행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를 차별 취급하여 쌍무계약의

본질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향적 거래행위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 목적

233)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만약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모두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 제1매수인과 제2매
수인 모두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실상·실질상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배임죄 주체성에 관하여 사실상·실질상 소유권이라는 개념
을 차용한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전형적·
본질적 단계에까지 나아갔는지 판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더구나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모두 
아직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일물일권주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은 제1매수인과 제2매
수인에 대하여 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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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특정물인 매매목적물을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급부의 성질에 따른 차별 취급으로 합리

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쌍무계약의 본질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른 계약과의 비교

동산과 부동산은 그 법적 구조가 동일하고 공시방법인 등기이전에 근거한 협력의

무만을 달리할 뿐인데 그 협력의무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에 발생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은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안과 비교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대물변제 예약권자가 대물급부를 구하는 청약을 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급부의 이

전의무는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등 대물급부를 구하는 청약을 하였을 때

발생한다. 아직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아무런 사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주체라고 볼 수 없

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의 경우 대물변제예약 사안과는 법적 구조를 달리하여 매

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신의칙상 ‘잔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만으로는 위 신임관계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전형적 · 본질적 관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실상 · 실질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도인은 이와 같은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리하자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라

는 청약이 있기 전에는 신의칙에 의하더라도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대물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때부터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제2절 담보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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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의 이중저당

1. 판례234)의 태도

전형적인 이중저당 사안은 아니지만 제1채권자가 전세권자인 경우에 판례는 “피

고인이 금 18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중 건물

에 대하여만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13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

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서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금 27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전세권자

인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범죄사실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당시의 건물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밝혀 그 손해의 발생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판례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설시가 없으므로 이를 이중저당과 관련된 명시적인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중저당의 의의

부동산의 이중저당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제1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채권담보로서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2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제2채권자에게 먼

저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결과 제2채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된 경우를 말한다.235)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1채권자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제1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제1채권자의 대여금 교부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있으므로 사

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만일 소유자에게 제1채권자에게 1

번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존재할 경우에 소유자의 죄책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

234)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
235)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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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36)

3. 부동산 소유자의 형사상 죄책에 관한 견해의 대립

가. 배임죄설

소유자에게 제1채권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를 제2채권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으므로 제2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는 않으

나, 소유자가 제1채권자로부터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음으로써 계약의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소유자는 제1채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할 신의칙상 신

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

여 제2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237)

나. 사기죄설

사기죄는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제2채

권자에게 저당권설정계약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있고

그 결과 제1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

한다.238)

3. 검토

설령 소유자의 제2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2채권자

에 대한 기망과 제1채권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때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제1채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2채권자는 이

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239) 소유자가 제1채권자로부터 목적물에 관한 1번

236)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8면 
237)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9면;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4-415면; 정성근 · 박광민, 앞의 「형법

각론」, 477-478면; 오영근, 앞의 「형법각론」, 391-392면;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67-468면; 이
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34-435면  

238) 이건호, 348면, 임웅, 앞의 「형법각론」, 53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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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차용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는 계약에 근거

하여 제1채권자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고, 고

의의 측면에 비추어보더라도 제1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에는 제

1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만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

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저당권 설정을 원인으로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거나 사회통념상 거의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소유자의 경우에

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Ⅱ. 양도담보

1. 양도담보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아니면서 실제의 거래계에서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틀어서 비전형담보라 한

다.240)

비전형담보는 채무자 입장에서 기계나 원료 등 기업용 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액을 초과하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경매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241)

위와 같은 비전형담보는 ①자금 획득 방법에 따라 ⅰ) 환매나 재매매예약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 ⅱ)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양도담보 내지 가등기담보, ②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시기에 따라 ⅰ)계약체결과 동시에 담

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양도담보, ⅱ) 담보설정계약에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로 나뉘며, ③담

보목적물의 가액과 채무원리금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요하는지에 따라 ⅰ)이를 요

하지 않는 유담보형242)과 ⅱ)이를 필요로 하는 정산형 담보로 나누어진다.243)

239) 정성근, 박광민, 앞의 「형법각론」, 477면
240) 송덕수, 앞의 책, 859면.
241) 송덕수, 앞의 책, 859면.
242) 지원림, 앞의 책, 808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담보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이를 약한 의미
의 양도담보로 이해하고 귀속청산 또는 처분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우리 민법상 정산
을 요하지 않는 유담보형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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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비전형 담보 중 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양

도담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함)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① 민법 제607조를 위반하여 대물반환예약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가담법이 적

용되는 양도담보와 ② 동산 또는 민법 제60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가답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담법 적용여부에 따라 판례가 양도담보설

정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형사상 죄책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가.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1) 양도담보설정자의 형사적 책임

이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변제

기 이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변제기 이전

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244), 담보에 제공한 소유자로서 가

지는 담보물 보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다는 견해245)가

있다.

2) 양도담보권자의 형사적 책임

가) 변제기 전 처분행위

243) 지원림, 앞의 책, 808면.
24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00면,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533면 
245)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24면 



- 84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담법 시행 전에는 “채무의 변제기까지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 부동

산을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246)하였으며, 가담법 시행 후에도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일까지 채

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247)하여 변제기일 이전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나) 청산의무 불이행의 경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①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

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

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

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248)하여 아무런 죄책을 부

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 염가매각의 경우

246)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69 판결
24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7559 판결
24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는 달리 소수의견은 정산형 양도담보

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법률적 본질이 신탁적 양도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는 수
탁자로서 양도담보채무자의 위탁(위임)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와 상대방의 재
산보전에 적극적⋅소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사무의 처리는 법률행위는 물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상 사무의 처리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위의 
사실상의 사무처리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자의 사무임과 동시에 신탁자인 양도담보
채무자의 사무에도 해당되어 결국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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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

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

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 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라

고 판시249)하여 무죄 입장이다.

마) 피담보채권 소멸 이후 처분의 경우

대법원은 가담법 시행 전에 “양도담보로 받은 6필지 토지 중 처분한 4필지 땅으

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남은 2필지를 타에 처분한 것은 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250)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가담법 시행

후에도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251)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양도담보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이 소

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한 때에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252)

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양도담보설정자의 형사적 책임

대법원은 양도담보설정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253)하면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249)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250)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205 판결
25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414 판결
252) 이상태,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일감법학 제32호, 2015, 94면
25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10971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 86 -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254)하여 배임죄가 성립한

다는 입장이다.

2) 양도담보권자의 형사적 책임

대법원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

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

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거나255) ‘동산의 소유권

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

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

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256) 횡령죄의 책임을 부

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정리

대법원은 1차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의 법적 성

질을 전제로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타인 소유

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할 의

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반대로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

한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

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타인을 위한 사

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사무’에 불과한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

혹은 부정한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별한 후 횡령죄를 우

254)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25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880 판결
25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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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특별관계와 일반관계로 파악한 결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도담보계약의 법적 성질

에 따라 양도담보권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누

가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양도담보 계약의 법적 성질

가. 학설257)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

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는 견해이다.

2) 담보물권설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당사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채권의 담보

에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러한 담보물권의 제한을 부담하는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견해이

다.

3) 이원설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만 비로

소 소유권을 취득258)하게 되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지만, 가담

257) 이상태, 앞의 논문, 80~82면; 손동권,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77호, 2009,  548~550면; 박동률, “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2집, 2010, 361~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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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의 경우 가담법 제정 이전 학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원설이 대립하고 있다.

나. 판례의 태도

1)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건축업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

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완성된 건물에 대지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

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259)하였으며, 동산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

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라고 판시260)하여 종

래와 같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는

한편,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

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

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

258) 가담법 제4조 제2항 전단.
25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26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대법

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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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

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

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관하여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

설을 따른다는 견해261), 태도가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262) 등 그 해석이 다양하

다.

다. 검토

민법은 제186조, 제188조에서 각각 부동산, 동산 물권에 관한 형식주의를 규정하

고 있어 물권변동(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행위(물

권적 합의) 뿐 아니라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한다.263) 양도담보계약

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등기 · 인도라는 공시방법 요건을 충족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양도담보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까지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는 ‘양도담보

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산을 전제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담보를 위해 등기를 경료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목적물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264)의 태

도 및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민법 제211조

및 소유권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265)와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가담법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담보권설의 입장이 타당하

며,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소유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는 없고, 다

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

261) 지원림, 앞의 책 838면.
262) 송덕수, 앞의 책 877면
263) 송덕수, 앞의 책 493면
26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동산인 돼지에 관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 37400 판결(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한 사례)

26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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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문제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죄책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검토

양도담보설정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고, 채권자에게 동산의 경우

에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공시방법을 모두 구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보존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고, 공시방법 구비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물이 담보에 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론적 해석방법

에 의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담보가치를 보존하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담보목적물을 제3

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 여

부를 불문하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266)

양도담보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에게 마

쳐져 있음을 기화로 하여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이는 양도담보

설정자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가담법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배신설을 기초

로 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특별-일반관계로 보아야 하는 측면267)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따라서 변제기일이 아직 도래하기 전이거나 채권자의 피담보채

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양도담보권

이 소멸하여 담보설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 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

는 등으로 불법하게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을 실행할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266)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담보권자에게 공시방법을 구비
해 주기 전에 담보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부터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 및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면 사기죄로, 그렇지 않다면 배임죄로 규율하여
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차용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후 담보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치 보존’이라는 보증인 지위
는 양도담보권자의 차용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67)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앞의 「형법각론」,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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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환가방법의 일환으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는 설령 담보목적물을 시가에 미달하여 염가에 매각하거나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

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담법 제4조 제1항(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담

보설정계약(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양도담보권 실행과 청산금 지급

은 모두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체이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청산금 지급 등에 관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청산절차는 양도담보권자가 차용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물을 환가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영득의사

가 존재하거나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나 배

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도담보의 경우 뒤에서 살펴볼 대물변제 예약 사안과는 그 법적 구조를 달리한

다. 양도담보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담보권설정 합의와 공시방법 구비에 의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배

임죄 주체성이 인정됨에 반하여,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라

는 청약과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목적물 보존의무를 부담하고 이때부

터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된다.

Ⅱ. 대물변제예약

1. 의의

가. 대물변제예약의 의미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장래 대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을 총칭하여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의 존속을

전제하면서 장래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을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한다.268) 대물변제예약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주가 폭리를

취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민법 제607조, 제608조 및 가담법에 의하여 규제를 하

고 있으며, 판례는 설령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정산절차를 밟

아야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고 있다.269)

268) 지원림, 앞의 책, 1010면
269) 송덕수, 앞의 책, 1419-1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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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물변제예약의 종류

대물변제예약은 ① 예약권자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

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유형의 예약과, ② 예약

권자가 본계약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의 예

약이 존재한다.270)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

시로써 할 수 있으며, 예약 의무자의 승낙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의 예약 완결

의 의사표시만 있기만 하면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

나271), 대물급부가 소유권 이전이라면,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당사자

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날 수 없어 예약완결권의 행사만으로는 목적

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요물계약인 대

물변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약권자의 청약이 있으면 예약설정자가 승

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272) 그러나 채권자의 대물변

제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형성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 및 이를 채무자가 승낙의

무를 부담하는 청약으로 보는 견해는 모두 채권자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채무

자에게 한 이후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예약 목

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효과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인 대물변제의 청약(대물급부의 청구)을 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대물급부의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요물계약인 대물변제는

실제 대물급부가 행하여졌을 때에 성립한다.273) 채권자가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원

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

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270) 지원림, 앞의 책, 1013면
27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272) 지원림, 앞의 책, 1013면
273) 지원림, 앞의 책, 10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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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경료되었을 때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대물변제가 성립한다.274)

2.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가. 배임죄 긍정설

대물변제예약의 경우도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저당과 같이 부동산 등기협력의

무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275)

나. 배임죄 부정설

단순한 채권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경우는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

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는바, 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는 담보계약 자체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독자적

신임관계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대물변제예약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276)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예약설정자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채권자의 예

약완결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채무자가 원인이 되는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무

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채무의 변제를 대신하여 이에 상응하

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물로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데, 대물변제예약은 소비대차 등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며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대물을 통한 ‘변제’

라는 점에서 매매에 따른 부동산 등기협력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 볼 수 없다.277)

3. 검토

274) 지원림, 앞의 책, 1016면
275) 배종대, 앞의 「형법각론」, 415면
276) 김성돈, 앞의 「형법각론」, 447-448면
277) 강수진, 앞의 논문, 258-260면; 구재훈 · 이준구,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대법원 2014. 8. 21. 선

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제6권, 2016,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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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대물변제예약만으

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고, 예약설정자에게 목적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78) 그러나 대물변제예약 계약은 본 계약

인 대물변제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대물변제예약만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279),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대물급부를 구하는 청

약을 하게 되면, 예약설정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때

비로소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존

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 설령 대물변제예약 설정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한

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만 하면 향후 채권자의 청약에 따른

대물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예약설정자에게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경과하여 채권자로부터 예약완결권 등 청약의 통지를 수령하였을 때에 비로소 채권

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

다.280)

제3절 채권의 이중양도

1. 판례281)의 태도

278) 위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279) 대물변제예약으로 인해 채권자는 예약설정자가 변제기일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

지조건으로 ‘예약설정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대물급부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다.

280)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확인서를 써 주었
고, 그 후 피고인은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누나와 자
형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위 차용금의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
이 경료되지 않은 사안이다. 만일 피해자가 채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앞선 양도담보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28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채권양도인인 피고인
이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도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가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이미 피
해자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된 1,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
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횡령죄로, 예비적으로
는 배임죄로 기소된 것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사안이기는 하나 배임죄의 구성
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설시도 존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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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

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

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

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

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

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

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

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양도권한이 양도인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점, 채권양도계약으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

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아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하

였다.

나. 반대의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교부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금전이 채권양도인과 채

권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신의칙이나 조리에 따라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은 민사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 그 이론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과의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양도

인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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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

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그대로 채권양수인에게 넘겨야 하거나 채권양수인의 지시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

을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가벌성이 큰 배신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 한다면, 이는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바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신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신행위 중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모든 배신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면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2.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가.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법

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말한다.282) 채권양도는 그에 의하여 현존하는, 즉 채

권이 직접 이전되기 때문에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물권행위라 부른다.283)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채권양도와 그

원인행위인 채권 이전의 채무를 발생케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채권계약은 별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소유권 양도의 물권계약(물권적 합의)이 그 원인을 이루는

매매 · 증여 등의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과 같다.284)

나. 법적 성질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282) 지원림, 앞의 책, 1263면
283) 지원림, 앞의 책, 1263면
284)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Ⅳ)」, 중판, 박영사, 2014, 212-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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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기본권인 이자채권이나 위약금 채권 등 양

도되는 채권에 종된 권리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

전된다.285) 즉,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효력이 발

생하는 낙성 · 불요식의 계약이다.286)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채무

자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

로서 요구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양수인에게로 이전되어 권리를 공시할 방법이 없는 지명채권의 성질 때문에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287) 통

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통지는 대항력을 생기게 하

지 않는다.288) 양도인의 위와 같은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바, 이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도

있으며, 양도인이 자발적으로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289)

3. 검토

채권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며,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인은 이를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의 죄

책을 부담한다. 이는 구 민법에서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했을 당시 부동

산을 이중매매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이 횡령죄의 죄책

을 지는 경우와 그 법적 구조가 유사하다.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2양수인에게 채권을 재차

양도한 이후 채무자에게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제2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

285) 지원림, 앞의 책, 1270면
286) 송덕수, 앞의 책, 1137면
287) 지원림, 앞의 책, 1271면
288) 송덕수, 앞의 책, 1144면
289) 지원림, 앞의 책, 1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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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제2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양도인의 형

사상 죄책이 문제 되는데, 채권양도인은 제1양수인과 채권양도합의를 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과 제1양수인 사이에서 위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고, 민법 제450

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보증인 지위

가 발생하며, 채권양도 합의에 의하여 채권양도 사실 통지 등 양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 역시 존재하므로 목적론적 해석방법

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합의가 존재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채권

양도인은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 합

의에 의하여 채권양수인에게로 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채권자가 제2양수인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는 채권자는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2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으로 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배

신설에 의하여 특별-일반 관계에 있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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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사인 간의 민사상 계약에 관하여 형법이 개입하여 이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형

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의 위축을 초래한다

는 측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에 그치는 행위와 이를 넘어서 형사 처벌

되는 행위에 관하여 명확한 경계설정을 통하여 사인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

한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향적 거래행위와 관련

된 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 주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각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하여 법적 공방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에 관하여 치밀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혹은 반대의견에 관한

정당성을 논증하는 등 치밀한 의견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법률해

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며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

다. 그러나 2011년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관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로

약 8년여 동안 이와 같은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으

로 인한 불이익은 매매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인들에게 돌아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대

한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미연에 방지

하여 사인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배임죄 주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가 형법상 가지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단순한

문리해석만이 아니라 입법 취지, 연혁, 쌍무계약에 따른 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고의의 존재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해석의 허용범

위 내에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처벌 연혁을 통하여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대한 배임죄 주체를 인정하는 것

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래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 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자신에게 목적물에 관한 등기가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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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 민법 하에서 이중매매 매도인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매수인

의 소유권 침해라는 점에 있으므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민법 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종전 매도인의 불법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음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배임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배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배임죄의 무한정한 처벌범위 확대 방지를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어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이중매매 사

안을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구 민법에서와

같이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불법성

에 기초하여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예를 들어 이중매매의 매도

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배임죄 처벌의 본질은 신임관계의 위반에 있는데 모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신임

관계 위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적용의 무한정한 확대의 위험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을 제한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부작위범에 있어서와 같이 매도인에게 보증인 지위를 요하는 것이며, 신의

칙에 의하여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신임관계가 매수인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형적 · 본질적 관계가 되었음을 요하는 것이다.

설령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위자를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행

위자가 ‘타인의 사무’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

로 하는 배임죄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은

배임죄 정범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근거

로 하여 원칙적으로 공범 성립을 부정하였다. 판례의 이와 같은 태도는 본인의 이

익을 위하여 행위한 자에게 공동가공의사 혹은 교사의 고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범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의 이와 같은 법리는 대향적 거래

행위 일반에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그 거래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로 보아 배

임죄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구체적 사례에서 살펴보면,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법의 구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구조에 차이가 없다. 매도인

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만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법령, 계약에 따른 보증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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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발생하지 않고,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재산보전

에 협력하는 것이 전형적 · 본질적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도인에게 사무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

을 때에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매매목적물에 관

한 실질상 · 사실상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어 매도인에게 법령, 계약에 따른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목적물에 관한 인도청구 및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등 매도인에게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도 존재하

여 매도인의 배임죄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

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실상 · 법률상 처분권을 보전할 지위에 있게 된다. 이중

저당 사안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보증인 지위 및 사무

의 타인성에 관한 고의가 모두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양도담

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존재하고 채권자는 양

도담보권만을 취득할 뿐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

상 계약상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도 존재하여 배임죄의 주

체가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제3

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횡

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특별-일반관계로 보는 배신설의 입장에도 부합한다. 담보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 등 대

물급부를 구하는 청약과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본 계약인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

므로 채무자에게 이때 비로소 대물급부를 이행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고,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고의도 존재하여 배임죄 주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 합의만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은 법률

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보증인 지위가 발생

하고,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고의도 존재하므로 배

임죄 주체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2월 ㈜ESCROW A＆K가 설립된 이래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ESCROW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90)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ESCROW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거나 공증인 제도를 도입하여 각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중립적인 제3자가 이를 보관한 이후 모든 의무의 이행

290) 박종렬,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2009,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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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면 중립적 제3자가 이를 각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거래 관행을 확립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ESCROW를 통한

거래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중매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사 인력 투입 및 공판절차 진행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ESCROW 제도 보완을 통하여 이중매매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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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Subjectivity on the

Breach of Trust of Person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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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judgments are recently being made on the person involved in

two-way trade. A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subjectivity on the breach of

trust of the seller for the double sales of movable assets and settler for an

appointment of payment in substitutes, it was anticipated that the traditional

precedent that had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against

sellers involved in the double sales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maintained the precedent through its decisio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person involved in two-way

trade to have the subjectivity on the breach of trust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a

component requirement of the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acknowledging it is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disadvantageous for defenda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Nulla poena sine lege) is

a major issue. In order to judge i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meaning of the component requirement of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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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ffairs of others’ prescribed in the breach of trust.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a normative component requirement,

should be interpreted not simply by sticking to the phrase but by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reviews the history of punishment, a comparative

review,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whether or not the guarantor position

is required, existence of intent of composition requirements, etc.

Previous cases that imposed punishment to a seller involved in double sales

for embezzlement under the principle based on intention of parties about transfer

in real rights were due to the illegality of the infringement on the buyers’

ownership, however, under currently applied formalism which contradicts the

principle based on intention of parties on transfer in real rights, the degree of

illegality cannot be considered equal. In addition, most countries do not hav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for breach of trust and even in countries which

define breach of trust restrictively interpret it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he fundamental reas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breach of trust is based

on theory of betrayal that claims criminalization of a violation of trust

relationships. However, there is a need to strictly limit the requirements to

prevent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sense that all defaults

in civil cases are being accompanied by breach of trust relationships. For such

the reason, even though the breach of trust by two-way trade does not

correspond to the crime committed by omission, it is required for an actor to

have the guarantor position to manage the property of the counter party to a

transaction and tha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counter party to a transaction become the typical and essential contents of trust

relationships.

In case of sales contract, the seller should be deemed to be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defined in the breach of trust, at the

time of receiving all the price of purchase and sale from the buyer. For both

movable assets and real estate, the legal structure of the sales contract and

ownership transfer is the same, so that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the

application of the breach of trust. In case of a security right, since the person

who provides his/her property as collateral bears the obligation to preser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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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for mortgagee so that the value of the security does not fall

significantly, disposing the object of the security constitutes the breach of trust.

For bond transfer, the bond is transferred from the transferor to the transferee

under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so that if the transferor, who has received

all the money for the transfer from the transferee, transfers the bond to a third

party and notifies the debtor of the transfer, it should be deemed to be the

breach of trust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strict

interpretation on its composition requirements is needed. This can be done

through strict construction on a subject for the breach of tru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ultima ratio principle,

stricter construction is required in regards to cooperating with the protection of

others’ property.

Key Words: Two-Way trade, Subject for breach of trust, Double sales,

appointment of payment in substitutes, Transfer for security, Bon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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