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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 2. 21. 2010도10500)을 통하여 횡령

죄에 관한 중요한 판례변경을 단행하였다. 종전 판례에 의하면 일단 횡령죄가 성립

하면 목적물의 소유권 전체에 대한 위태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이후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 또 다시 임의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두 번째의 횡령행위는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

법원은 2013년의 새로운 판례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재차 횡령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유력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횡령행위에 의해 목적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 위태화된다는 

원칙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별다른 

실질적 논거 제시 없이 재차의 횡령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를 유형화해놓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렇게 견해가 나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여 쟁점을 

정리한 다음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실질적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

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우리나라 횡령죄 조문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연혁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행 형법 제355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동일한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1940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1935년의 독일 나치스 

형법개정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입법자료를 분석하여 횡령죄와 

배임죄가 동일한 조문에 규정된 것은 ‘신뢰침해’라는 공통적 요소에 착안한 것임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이 신뢰침해가 가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

법원 다수의견의 실질적 논거를 잔존하고 있는 신뢰에 대한 침해의 측면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횡령, 배임, 신임관계, 형법제정, 일본개정형법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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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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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석대상 판례의 분석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P종중은 종중 소유의 M부동산을 종중원 갑에게 명의신탁하였다. M부동산에 대해 

갑은 1995년경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고(㉮설정행위), 

2003년경 채권최고액 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역시 임의로 설정하였다(㉯설정행위). 

이후 2009년경 갑은 을과 공모하여 M부동산을 제3자인 A에게 1억 9,300만 원에 

매도하였다(㉰매도행위).

검사는 ㉰매도행위에 대해 갑과 을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을 거친 후, 항

소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과 을은 종래의 대법원판례가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

행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구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대법관 9명)은 종전 판례의 대폭적 폐기를 

주장하였다. 별개의견(대법관 2명)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였으나 종전 판례의 

폐기에 반대하거나 소폭 폐기를 주장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2명)은 종전 판례의 

변경에 반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갑과 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종전 대법원판례의 태도

본 판례는 횡령죄가 일단 성립한 후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 재차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판례에서 

대법원이 폐기를 선언한 종전의 대법원판결이 8개나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1) 실무상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 대법원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재차의 횡령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273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63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도869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례공보 2013상, 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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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2) 

본 평석대상 판례의 사안을 종전 판례에 따라서 판단해 본다면, M부동산에 대한 

임의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는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해 기수에 

이르며,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어서 별

도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설사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극히 

소액이고 이후의 ㉯행위 또는 ㉰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금액이나 매도금액이 

아주 거액에 이른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종전 판례는 그 이유를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점에서 구하였다. 즉 

첫 번째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동일 목적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 위태화 내지 침해

된 이상3) 그것으로 횡령죄는 성립하며 이후의 소유권 위태화나 침해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한 번의 위태화 내지 침

해가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 종래 판례의 기본태도이었다.

이와 같은 종래의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를 소유권 범죄로 파악하고 

있는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유권은 목적물 

전체에 미치므로 소유권의 일부 위태화나 일부 침해는 있을 수 없고, 한 번의 소

유권 침해행위는 그 효과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이다. 본 판례에서 별개의견4)

이나 반대의견5)은 이 점을 재확인하면서 동일 목적물에 대해 횡령죄 성립 후의 횡

2) 96도1755, 99도5, 97도3282 판례에 대한 분석은, 신동운, 례분석 형법각론(2013), 521면 

이하 참조.
3) 민사법적으로는 소유권의 침해를 관념할 수 없으나 형법적으로는 사실적 관점에서 소

유권 침해의 관념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소유권의 위태

(침해)’ 등의 표현으로 위험과 침해를 병기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4) “그리고 횡령죄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듯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

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

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가분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 침해나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로써 부동산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례공보 2013상, 604면.
5)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령죄는 재물의 영득을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죄와 구분되는데,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피해자의 소유권 등 본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그러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그에 의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그 소유권 등의 객체인 재물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위와 같은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재물의 보관자에 의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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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죄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례변경의 배경

대법원 다수의견은 본 판례에서 이상과 같은 전통적 접근방법을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재차의 소유권 위태화 내지 침해를 긍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실무상 문제점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행위는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액의 임의처분행

위를 하여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이후 추가로 거액의 임의처

분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임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채무를 변제

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다시 임의의 저당권설정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별

개의 새로운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되었다.6) 

양자를 대비해 보면, 전자는 불법영득의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범죄의 규모를 키

우는 악질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처벌로 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횡령

죄로 처벌되었다. 이는 명백히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판례의 항소심법

원이 대법원의 지속적인 판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것은 이러한 

모순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특경가법의 영향

대법원이 본 평석대상 판례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데에는 또 다른 요소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례공보 2013상, 607면.
6) “피고인이 A 앞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

하였고 그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74. 2. 7 동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1974. 2. 8 공소외 B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확정 판결이 있은 횡령죄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위 

(1)의 소위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1)의 행위가 확정 

판결을 받은 횡령행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소론 법리오해의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법원공보 1979, 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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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입법자는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으로 약칭함)을 통하여 일정한 ‘이득

액’을 기준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3조 참

조). 

횡령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 하나이지만 횡령

죄라는 소유권 범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득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본 판례의 사안에서 최초의 ㉮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액은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이지만, ㉰매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1억 9,300만 원에 

이른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특경가법은 이제 시행

된지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형사 실무가들은 하나의 동일한 소

유권이 ‘이득액’이라는 매개장치를 통하여 무형의 재산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경가법과 같은 특례가 없는 독일이나 일본의 법관은 소유권 

범죄의 경우에 소유권의 위태(침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판단기

준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관은 소유권 침해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유권 침해 정도의 

많고 적음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특히 특경가법위반죄의 ‘이득액’ 표지를 

단순한 양형상 지표가 아닌 구성요건요소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7) 여기에서 우리는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으로부터 

계수받은 횡령죄의 법리가 특경가법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특례장치에 의하여 한국

적인 모습으로 변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8)

본 판례에서 별개의견은 “(전략)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었거나 형법상 횡령죄 처벌규정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9) 그러나 특경가법 시행 이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실무에서 일어난 인식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대법원판

례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7) 2007. 4. 19.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례공보 2007, 923.
8)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연구로,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스

티스, 통권 제131호(2012. 8), 173면 이하 및 스티스, 통권 제132호(2012. 10), 229면 이

하 참조.
9) 례공보 2013상, 6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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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대법관이 판례변경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변경된 판례의 기준

가. 횡령죄의 본질

본 판례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횡령죄 성립 후의 새로운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종전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견의 판결요지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먼저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에 대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라고 판시하여 종래의 전통

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한다.10) 여기까지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의 

견해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제 본 판례의 핵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의 영역을 “선행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리한다.11) 

여기에서 대법원이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횡령죄를 단순히 소유권 범죄라고 본다면 선행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미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라는 판단이 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되는 영역

이제 대법원은 선행 처분행위와 후행 처분행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로 영역을 

나눈다. 하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파악되는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별도로 횡령

죄를 구성하는 영역이다. 

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파악되는 영역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의 두 가지 경

우를 들고 있다. 즉 (가)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 및 (나)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의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10) 례공보 2013상, 602면.
11) 례공보 2013상, 6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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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가 그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본 판례의 결론 부분에서 선행 처분행위

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의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이 첫 번째 사례군에 대해 대법원은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다.12)

다. 별도의 횡령죄가 인정되는 영역

이어서 대법원은 후행의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두 번째의 영역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즉, (가)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 및 (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이 두 번째의 사례군에 대해 “이는 선행 처분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13)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의견은 본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판단을 

내린다. 즉, (가) 부동산에 대한 선행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 동일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나) 부동산에 대한 선행의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동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

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14) 요컨대 재차의 저당권설정행위나 

저당권설정 후의 매도행위는 모두 횡령죄를 구성한다.

6. 새로운 판례에 대한 평가 - 실질적 논거의 결여

그런데 본 판례의 다수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판단기준의 선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논거의 제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굳이 논거를 찾아본다면,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제1차적 위태(침해)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태(침해)가 

12) 례공보 2013상, 602면.
13) 례공보 2013상, 602면.
14) 례공보 2013상, 6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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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으로부터 동일한 

소유권의 위태(침해)는 ‘목적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태(침해)는 상

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견은 이 반론을 능가하는 실

질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다수의견의 실질적 논거는 우리 형법상 횡령죄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횡령죄가 절도와 같은 장에, 일본의 경우에는 배임

죄가 사기와 공갈의 장에, 횡령죄는 독립한 횡령의 장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입법자는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한 

장에서 동일한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형식은 계수

사적으로 볼 때 1940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더 멀리 거슬

러 올라가면 1935년 독일 나치스 형법개정안에까지 맥을 짚어갈 수 있다. 참고로 

관련되는 입법례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래에 소개한다.15)

II. 독일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독일 형법상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의 상호 관계

독일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절도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다.16) 양자 모두 

15) 독일 형법은 1871년에 제정되어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의 경우

에는 1998년에 조문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의 주

체로 ‘자기’ 이외에 ‘제삼자’가 추가되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불법

영득의사의 주체로 ‘자기’ 이외에 ‘제삼자’가 추가되는 외에 ‘자기가 점유하거나 소지

하고 있는’이라는 표지가 삭제되었다. Kindhäuser/Neumann/Pf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2, 2. Auflage (2005), § 242 Rn. 2, § 246 Rn. 1. 

  아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독일 형법의 조문을 소개한다.
16) 독일 형법 각칙 

제19장 절도 및 횡령

   제242조【절도】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할 의사(불법

영득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6조【횡령】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불법영득의사) 

한 자는 당해 행위가 다른 형법규정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재물이 행위자에게 위탁중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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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단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범인에게 있는가 타인에게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달라질 뿐이다. 그리하여 횡령죄는 

절도죄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적 구성요건을 이룬다고 설명되고 있다.17)

독일 형법상 횡령죄는 일반횡령죄(Unterschlagung)와 위탁물횡령죄(Veruntreuung)로 

구별된다.18) 위탁물횡령죄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목적

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횡령죄에 대하여 가중적 구성요건으

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위탁물횡령죄의 기초를 이루는 위탁신임관계는 반드시 독일 

형법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특별한 신임관계(Treuverhältnis)를 전제할 필요는 없으며 

목적물을 정당한 권리자로서 보관할 수 있는 관계이면 족하다.19)

참고로 독일 형법상 배임죄는 사기와 배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20) 현행 독일 

형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Vermögen)이다.21) 1871년에 제정되

었던 독일 형법의 배임죄 조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다양한 업무자들을 열거한 

다음 이들이 그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22) 당시의 배임죄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17) Kindhäuser/Neumann/Pf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2, § 246 Rn. 1. 
18) 독일 형법상 횡령죄는 Unterschlagung과 Veruntreuung으로 나누어진다. Unterschlagung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동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경우 동산을 

점유하게 된 계기는 묻지 않는다. Veruntreuung은 위탁신임관계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동산을 횡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Unterschlagung의 가중유형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국 형법상 횡령은 단순횡령, 업무상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구분된다. 그런

데 한국 형법상 단순횡령은 독일 형법상 Veruntreuung에 해당하며, Unterschlagung은 

한국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대응한다. 본고에서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독일 형법상의 Unterschlagung을 경우에 따라 단순히 ‘횡령’ 또는 ‘일반횡령’으로 표현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일반횡령’이 한국 형법의 ‘단순횡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 Kindhäuser/Neumann/Pf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2, § 246 Rn. 40. 
20) 독일 형법 각칙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제266조【배임】① 법률,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를 통해 인정된 타인의 재산을 처분

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또는 

신임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준용규정 생략)

[배임죄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21) Kindhäuser/Neumann/Pf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2, § 266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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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나치스가 집권한 이후 1933년에 이루어진 형법 일부개정에서 권한남용설과 배

신설을 함께 담아 낼 수 있도록 배임죄 조문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었다.23) 그리고 

이 개정에 의하여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손해를 가한다(Nachteil zufügt)’라는 표지가 

명문화되면서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 되었다. 1933년의 개정 조문은 

이후 사소한 수정을 제외하고 현행 독일 형법의 배임죄 규정으로 유지되어 있다. 

2. 귀르트너 초안과 신뢰침해죄

횡령죄․배임죄의 계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형법에 영향을 미친 독일의 입

법례는 1933년의 배임죄 조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어서 이루어진 나치스 하의 

형법개정작업이 일본을 거쳐 멀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34년 

독일의 나치스 정권은 당시 법무부장관 귀르트너(Franz Gürtner)의 주도 아래 형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독회(讀會)에 임하였고, 제1차 시안을 이유서와 함께 1935년에 

공간하였다.24)

소위 귀르트너 초안이라고 불리는 1935년의 형법개정안에서 입안자들은 나치스 

특유의 의무형법적 시각에서 배임죄를 제1항으로, 횡령죄를 제2항으로 하는 단일 

조문을 성안하였다. 여기에서 귀르트너 초안의 개정 구상을 살펴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배임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종래 권한

남용설과 배신설이 대립해 왔다. 권한남용설은 타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대외적으로 제삼자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배

임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권한남용설에 대해서는 사법(私法)상 

22) Jescheck/Ruß/Wilms,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10. Auflage (1988), § 266 S. 

380.
23) 193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독일에서의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에 관하여는, 신

동운, “회사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배임죄”, 여송 최기원 교수 화갑․서울

학교 재직 30년 기념 상사 례연구, 제1권(1996), 528면 이하 참조. 위 논문에서 평

석의 대상이 되었던 판례는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법

원공보 1984, 1816이다. 위 논문에는 이 판례의 번호가 82도2529로 기재되어 있으나 

82도2595의 오기임을 밝혀둔다.
24) 귀르트너 초안의 배임죄 부분에 대한 논의는 1934년 9월 1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각칙 부분에 대한 조문과 이유설명은 다음의 

책자로 1935년에 공간되었다. 이 책자의 서문에는 1935년 4월 13일이 서문 작성일로 적혀 

있다. Gürtner F. (Hrsg.), Das kommende deutsche Strafrecht, Besonderer Teil, Bericht über 

die Arbeit der amtlichen Strafrechtskommission (1935), S. 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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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권한부여가 없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배신설은 재산의 주체와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

자라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제국법원 판례는 양자를 모두 택하는 절충설을 

취하였는데, 1933년 나치스 하의 형법 개정시에 이들 견해를 모두 담아내는 형태로 

배임죄 조문이 재편성되었다.25)

이러한 상황전개를 배경으로 하면서 귀르트너 초안의 입안자들은 1933년의 개정 

조문을 가지고는 배임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새로운 형태의 배

임죄 조문을 성안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침해죄(Treubruch)이다. 신뢰침

해죄는 종래의 넓은 의미의 배임죄(Untreue)에 위탁물횡령죄(Veruntreuung)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6)

신뢰침해죄(Treubruch)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귀르트너 

초안은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로 전문을 다 소개할 

수가 없다. 다만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다음의 부분만을 직접 옮겨오기로 한다.

  “결정적인 관점은 신뢰침해(Treubruch)라는 관념이다. 이처럼 간단하고도 민족 전래

의 관념(diesen einfachen und volkstümlichen Gedanken)에 효력을 불어넣는 것이야

말로 민족사회주의[나치스]적 형법개정의 과제이다. 배반(Verrat)과 신뢰침해(Treubruch)

와 같은 관념을 개별사안적 해석방식 아래 비좁게 한정된 구성요건 속에 용해시켜 

넣음으로써 그 본질을 훼손하였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법사상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내란죄(Hoch- und Landesverrat)와 배임죄(Untreue)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권한

남용설은 배임죄(Untreue)와 일반횡령죄(Unterschlagung)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권한남용설은 구성요건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범죄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에 반해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신뢰침해(Treubruch)라는 기본관념을 새로운 윤리질서와 법질서의 본질적 구성부분

으로 구축(構築)해 내는 것이며 이로부터 출발하여 배임죄(Untreue)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27)

25) Gürtner F. (Hrsg.), Das kommende deutsche Strafrecht, Besonderer Teil, S. 335 ff. 참조.
26) 독일 형법의 Veruntreuung, Untreue, Treubruch는 모두 Treue(신의성실)를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게 ‘신뢰위반’ 즉 ‘배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용어 사용법을 존중하여 Veruntreuung은 ‘위탁물횡령’, Untreue는 ‘배임’, Treubruch는 

‘신뢰침해’로 각각 번역하기로 한다.
27) Gürtner F. (Hrsg.), Das kommende deutsche Strafrecht Besonderer Teil, S.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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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입법이유를 토대로 마련된 귀르트너 초안의 배임죄 조문은 다음과 같다.28)

§a. 신뢰침해(Treubruch)

① 신임관계(Treuverhältnis)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Vermögensinteresse)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침해하거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관리해야 할 재산의 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경징역(Gefängnis)으로 처벌한다.

② 위탁받은 동산이나 법률, 관청의 위탁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타

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게 한 자는 특별히 신뢰침해

죄(Treubruch)로 처벌한다.

③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중징역(Zuchthaus)에 처한다.

§b 일반횡령(Unterschlagung)

강도, 절도 또는 신뢰침해(Treubruch)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동산을 불법하게 

영득한 자는 경징역으로 처벌한다. 경한 경우에는 구류로 처벌한다.

§c (친족상도례: 생략)

요컨대 독일의 나치스 시대에 성립된 귀르트너 초안은 기존의 배임죄와 위탁물

횡령죄를 합하여 신뢰침해를 본질로 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개정

안 제1항은 종전의 논의상황들을 반영하여 가장 넓은 범위에서 배임죄 성립이 가

능하도록 성안되었다. 그리고 개정안 제2항은 위탁동산의 횡령행위를 신뢰침해죄

의 특수유형으로 규정하였다.29)

III. 일본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일본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현행 일본 형법은 1907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기본골격에 

있어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횡령의 죄’라는 

28) Gürtner F. (Hrsg.), Das kommende deutsche Strafrecht Besonderer Teil, S. 343 f.
29) Gürtner F. (Hrsg.), Das kommende deutsche Strafrecht Besonderer Teil, S.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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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장에 규정되어 있고, 배임죄는 ‘사기와 공갈의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1907년 개정 당시의 입법이유서를 보면, 먼저 배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제248조[이후 제247조로 됨][배임죄]는 신설된 규정이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

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리(私利)를 꾀하거나 기타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론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으로는 대체

로 그 구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여기에 더하여 그 행위가 치안을 

해하는 것은 굳이 본장 및 다음 장에서 규정하는 죄에 맡기지 아니하고 특히 본

조를 두어서 그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30)

1907년 개정 당시의 입법이유서를 보면 횡령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

되고 있다.

  “현행법[1880년 일본 형법]은 맡아가지고 있는 재물을 소비하거나 편취하거나, 

가지고 가버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죄로 되지 않는다. 단순히 

맡아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죄도 구성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단지 민사상 구제를 구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그 보호는 극히 박약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새로이, 소비하거나 가지고 

가버리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이미 행령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죄로 

규정하여 이 폐해를 제거하였다.”31) 

위의 입법이유서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1880년 일본 형법]은 맡아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하여 업무상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로 인해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 스스로 보관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거래교통을 방해하여 사회의 신용을 해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본안은 이 2자를 구별하여 각별로 규정을 두었다.”32)

30) 平沼騏一郎 外, 刑法沿革總攬(1926), 2212頁.
31) 平沼騏一郎 外, 刑法沿革總攬, 2213頁.
32) 平沼騏一郎 外, 刑法沿革總攬, 221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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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입법이유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제255조[이후 제254조로 됨]는 현행법[1880년 일본 형법] 제385조 및 제386조를 

합하여 그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현행법은 유실물, 표류물 및 매장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널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33)

요컨대 1907년 일본 형법은 위탁물횡령죄를 기본유형으로 규정하고, 업무상 횡령

죄를 가중처벌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보충적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 형법에 따르면 배임죄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며(동법 제247조) 

미수감경의 여지도 있다(동법 제250조). 이에 반해 횡령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동법 제257조 제1항)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된다(동법 제258조). 그 대신 횡령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34)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일본의 실무계에서는 횡

령과 배임의 구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횡령과 배

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35)

33) 平沼騏一郎 外, 刑法沿革總攬, 2214頁.
34) 일본 형법 제2편 죄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제247조 (배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

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 (미수죄) 이 장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38장 횡령의 죄 

제252조 (횡령)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② 자기의 물건이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을 명령받은 경우에 이를 횡령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253조 (업무상 횡령)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유실물 등 횡령)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35) 예컨대 일본 형법상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배

임의 특별관계로 파악하여 횡령미수 사안을 배임미수로 처벌하려는 해석론이 주장되

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동운, 례분석 형법각론, 462면, 516면 이하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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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개정형법가안에서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907년의 일본 형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하여 1926년부터 형법개정작업이 시작

되었다. 그리고 그 성과로서 성립한 것이 소위 일본 개정형법가안인데, 가안의 

총칙은 1931년에, 각칙은 1940년에 각각 공표되었다.36)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입안

자들은 횡령과 배임의 구별을 둘러싼 실무상 애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심하

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안의 논의과정에는 독일의 귀르

트너 초안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37)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가안이 횡령과 배임을 단일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

이다. 다만 가안의 경우에는 횡령죄를 제1항으로 하고, 배임죄가 제2항으로 뒤바

뀌어 있다는 부분이 독일의 귀르트너 초안과 다른 점이다. 아래에서는 일본 개정

형법가안 입안자들의 구상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본격적인 기초작업은 192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단 기초

위원회가 본위원회의 심의용 초안을 마련한 다음 본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38) 기초위원회에 의한 각칙의 기초작업은 1934년부터 시작되었다.39)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한 기초위원회의 최초 구상은 ‘배임죄의 장’을 별도로 두고 

여기에 횡령죄와 배임죄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40) 

36)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연구는, 林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の硏究(2003)

가 주목된다. 국내에서의 연구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

개정의 필요성 – 일본 개정형법가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2008), 59면 이하에 소개된 문헌 참조.
37) 이러한 추측은 귀르트너 초안이 1935년 4월 이후에 공간되었다는 점과 후술하는 마키

노의 발언이 1935년 3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독일과 일본의 긴밀한 교류관계에 비추어 볼 때 1934년 독

일에서 진행되었던 형법개정작업의 내용을 일본 측이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 
38) 1926. 6. 14. 제1회 본위원회 결의.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録(1957), 8頁 이하.
39) 본위원회 심의용 초안을 마련하였던 것은 ‘형법개정기초위원회’이었다. 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라는 이름으로 총 359회의 회의록 형태로 남아 

있다. 이 회의록은 기초위원들에게만 배포할 목적으로 수기(手記)의 프린트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총 9권으로 합철되어 일본 법무성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필자는 2009년

부터 2010년까지 1년 간 일본에 연구년으로 체재하면서 이 자료집의 사본 1질을 입

수할 수 있었다. 이하에 인용되는 내용들은 위 회의록 사본에 근거한 것이다.
40) 일본 형법개정예비초안(1927년 심의) 제41장은 ‘배임의 죄’라는 장명 아래 제344조(횡령), 

제345조(업무상 횡령), 제346조(유실물등 횡령), 제347조(배임), 제348조(준용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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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실무계로부터 기존의 ‘횡령의 

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횡령과 배임을 동일한 조문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초위원회의 논의 결과 마침내 같은 조문의 

제1항에 횡령죄를, 제2항에 배임죄를 위치시키는 개정초안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조문편성을 제안하였던 것은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이었다. 그가 

기초위원회에서 행하였던 발언을 소개한다.

  “현행법에 있어서의 횡령, 배임죄는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

용에 곤란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1개 조문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취지에서, 앞서 모토지(泉二) 위원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제안이 

있었지만41) 그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태도를 유보하였으므로, 일응 저의 느낌에 

따라서 본 수정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관념에 따르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배임죄의 넓은 의미 가운데에서 횡령죄를 취급하는 

것이 지당하며, 다만 횡령죄는 물건에 관한 것으로, 배임죄는 물건 이외의 것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간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42)

마키노의 제안에 대해서 기초위원회에서는 예컨대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관리를 

의뢰받은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경우로 볼 수도 있고 물건에 관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횡령과 배임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결합

하는 형태의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은 다시 

같은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횡령과 배임을 하나의 조문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업무자 가중처벌과 

미수범처벌을 동일하게 하는 기초위원회의 초안은 마침내 1939년 본위원회의 심

의에 회부되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 성안 과정의 실무책임자였던 모토지 신구마

(泉二新熊)는 본위원회에서 초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을 두고 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심의는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초안을 놓고 본위원

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형법개정예비초안은 기초위원회가 초안

을 작성하는 데에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1) 일본 형법개정예비초안은 당시 사법성 형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모토지 신구마(泉二新熊)

가 성안한 것이다. 모토지 신구마는 이후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키노의 발언에서 모토지 위원의 제안이라는 것은 배임죄의 

장에 횡령과 배임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배치시키는 일본 형법개정예비초안의 구상

을 가리킨다.
42)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 제269회, 1935. 3. 12.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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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장의 규정은 주로 현행법[1907년 일본형법] 제38장 횡령죄의 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또한 현행법의 사기죄 가운데 247조[배임]의 규정을 이곳에 가지고 

온 것과 또한 일종의 독직적인 범죄[배임수증재죄]를 규정하였다고 하는 점이 현행

법과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제43장 [‘]횡령 및 배임의 죄[’]로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에는 [‘]횡령의 죄[’]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에서

는 [‘]횡령 및 배임[’]의 죄로 2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실은 횡령도 배임의 일종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43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제는 [‘]배임의 

죄[’]로만 해도 이치상 좋을 것입니다만 연혁상 횡령죄라는 것이 귀에 익어 있기 때

문에 이를 표제 가운데 남겨두고 싶다는 기초위원들의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입니다.”43)

기초위원회의 심의용 초안을 토대로 본위원회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심의에 임하

였다. 대체로 기초위원회의 초안에 이의가 없었으나 ‘횡령 및 배임의 장’에 새로이 

규정된 배임수증재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위원회는 일단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전반에 대해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다.44) 가안의 심의과정에서 ‘유

보한다’ 함은 이후 유보된 조문들 전반에 대한 심의과정 및 총칙과 각칙의 상호 조

율과정에서 문제점을 재차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본위원회가 유보한 ‘횡령 및 배임의 장’에 관한 규정은 유

보된 상태로 다른 각칙 조문들과 함께 1940년 공개되었다. 그러나 조문만 공표되

었을 뿐 그에 대한 이유서나 회의록은 공간되지 않았다.45) 이후 1941년 일본이 진

주만 폭격을 감행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개

정형법가안은 유보된 조문을 포함한 미정고(未定稿)의 형태로 법제사의 한 편린으

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서 1940년에 공표된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조문을 

소개한다.

43) 1939. 7. 18. 제28회 본위원회 발언. 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録, 438頁.
44) 1939. 7. 18. 제28회 본위원회 결의. 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録, 447頁.
45) 본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에 소개한 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録이라는 

책자로 1957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자는 형법개정작업을 위한 법무성 내부 자료로 간

행된 까닭에 일본에서도 일반인이나 대학 도서관 등에는 배포되지 않았다. 현재 이 

책자는 일본 법무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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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장 횡령 및 배임의 죄

제442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횡령한 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4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443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5조 전3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448조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백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IV. 한국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법전편찬위원회 형법초안과 횡령죄 및 배임죄

1945년 해방 후 일제의 법령을 극복하는 작업이 급선무로 되었다. 그러나 법전

편찬작업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특정 입법례를 대본으로 삼아 

여기에 수정, 첨삭을 가하는 방식으로 한글 법전을 신속하게 편찬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고,47) 이 제안에 따라 각종 기본법률의 기초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형

법초안의 대본으로 채택된 것이 일본 개정형법가안이었다.48)

그런데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조문만 공표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입법경위는 

당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49) 또한 우리 법전편찬위원회의 심의경과를 알려주는 

46) 횡령과 배임이 단일 조문으로 구성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는 사정은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횡령죄 조문에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는 표지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한국 형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이 손해발생의 

요건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47) 효당학인, “법전편찬에 대하여”, 법정, 제3권 제6호, 통권 제20호(1948. 6), 10면 이하 참조. 

이 글은 신동운 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2005), 53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다.
48)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겨울), 

9면 이하 참조.
49) 한국 형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책자로 小野清一郎, 刑事法規集, 第一巻(1944)

이 주목된다. 이 책자에는 1907년 일본형법, 형법개정예비초안, 개정형법가안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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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각종 입법자료들이 

산일(散逸)되었기 때문이다. 횡령과 배임에 대하여는 형법각칙 조문의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던 효당 엄상섭 선생이 ‘형법요강해설’이라는 글에서 적어 놓은 다음의 

설명이 입법자료로서 거의 유일하다.50)

  “24. 배임죄를 ‘횡령죄’의 장 하로 옮길 것

  ‘배임죄’와 ‘횡령죄’와의 관계는 현행 [의용]형법 제246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와 

제2항 소정의 사기이득죄와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51)

위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 

형법, 즉 당시의 의용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를 규정한 제246조는 제1항에서 객체를 

재물로 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 객체를 재물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

하고 있다. 이를 독일의 귀르트너 초안 이래 주장된 신뢰침해(Treubruch)라는 관점과 

합하여 보면 엄상섭이 제시한 설명의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형법초안이 규정

하고 있는 같은 조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동일하게 신뢰침해를 본질로 하는 범죄이

지만, 제1항은 재물을 객체로 하는 신뢰침해죄, 제2항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신뢰침해죄라는 것이다.

2. 한국 형법상 횡령죄의 특성

이와 같은 계수사 및 법제사적 맥락을 점검해 볼 때, 한국 형법의 횡령죄는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과 같이 순수한 형태의 소유권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횡령죄는 배임죄와 함께 신뢰침해 범죄라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배임죄의 

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법전이 우리 입법자에 의하여 참조되었다는 사실은 엄상섭, 

“간통죄의 철폐와 그 사회적 영향”, 민성, 제1권 제2호(1950. 6), 49면 이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엄상섭은 간통죄의 입법례에 대하여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안을 제외한 3개안은 위 책자에 수록된 입법례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 글은 신동운․허일태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2003), 187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다.
50)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제40장 횡령 및 배임죄’와 관련하여 배임수증재죄에 대

해서만 논의가 있었다.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2009), 338면 이하 참조.
51) 엄상섭, “형법요강해설”, 법정, 제3권 제9호, 통권 제23호(1948. 9), 18면 이하 및 법정, 

제3권 제10호, 통권 제24호(1948. 10), 13면 이하 참조. 위 글은 신동운ㆍ허일태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45면 이하에 재수록되어 있다(본문의 인용 부분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65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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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산의 귀속주체인 본인과 사무처리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횡

령죄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자와 보관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횡령죄에서 신임관계 위반을 배제한 순수한 형태의 소유권 위태(침해)를 관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1984년 이래 특경가법의 이득액 조항을 매개로 단일 불가분의 소유권이 

무형의 재산으로 전환되는 인식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

확히 표현한다면 소유권의 무형적 재산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소유권자와 보관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의 침해정도에 대한 고려라고 말할 수 있다. 일견 경제적 

이득액의 많고 적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유권자와 보관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 침해의 크기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평석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아쉬운 부분은 다수

의견이 실질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대법원 다수의견의 

실질적 논거는 바로 이와 같은 신뢰관계 위반의 양적 평가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석대상 판례의 학설사적 의미

본고의 평석대상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으로 우리 형법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례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필자에게 본 판례는 일본의 소위 일리사건

(一厘事件)을 연상하게 한다. 일본의 전통적 도량형 단위 가운데 ‘린’(厘)이 있다. 

‘린’은 ‘몸메’(匁)보다 낮은 단위로 극소량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어느 농

부가 일 ‘린’(一厘)에 불과한 극소량의 엽연초를 절취한 사안에 대해 전전(戰前)의 

일본 대심원이 판단에 임하였다. 

전통적인 독일식 해석론에 따르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범죄성립조각사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심원은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52) 이 일리사건(一厘事件) 판례에 대해 일본 형법학계는 독일 형법학의 단순

계수를 넘어서서 일본 사회에 즉응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하여 

학설사상 높은 평가를 보내고 있다.53)

필자는 본 판례가 일본의 일리사건(一厘事件)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한국 형법학의 

52) 1910. 10. 11. 大審院刑事判決 , 16輯, 1620頁.
53) 가벌적 위법성 이론에 대해서는, 大塚仁 外,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第二版, 第二卷(1999), 

180頁; 内藤謙, 刑法理論の史的展開(2007), 263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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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적 판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횡령죄는 소유권 범죄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횡령과 배임을 단일 조문에 규정한 우리 형법의 특

수성과 특경가법이라는 한국적 상황을 매개로 한 실무의 인식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본 판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독일 형법학이나 일본 형법학과 

같은 계수사의 모국에서 유래하는 법리로부터 벗어나서 대법원이 한국적 토양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법리를 선언한 본 판례가 앞으로 우리 형법학의 역사에서 특별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4. 횡령죄와 배임죄의 신중한 운용의 필요성

본고 평석대상 판례의 실질적 논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일본의 논의

상황을 검토하고 계수사적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지 않

으면 안 될 부분은 한국 형법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통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신뢰침해(Treubruch)의 사고방식이 나치스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사실무가 횡령죄와 배임죄를 운용함에 있어서 신뢰침해만을 지나치게 강조

하는 사태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독일 형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신뢰관계의 유지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재산(Vermögen)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신뢰침해를 배임죄의 전면에 내세우지 아니하는 것은 배임죄가 전체

주의적 의무형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법자가 횡령과 배임을 형법 제355조라는 단일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신뢰침해 자체가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아

서는 안 된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법익보호를 위한 형법의 일환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횡령죄의 해석에는 소유권 위태화(침해)의 측면을, 

배임죄의 해석에는 손해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신뢰침해의 관념은 민족 고유의 법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식의 발상은 전체주의의 

부활을 연상하게 한다. 본고 평석대상 판례의 실질적 논거를 신뢰관계 침해에서 

구하면서도, 동시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형사실무계가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투고일 2013. 11. 4    심사완료일 2013. 11. 21    게재확정일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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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minal Liability of the Second Embezzlement 

after the Punishment of the First Embezzlement

Shin, Dong Woon*

54)

In February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ached an all members court decision 

(2013. 2. 21. 2010do10500) to amend the decision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second embezzlement after the punishment of the first on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if a defendant was judged and punished for an embezzlement he is not punishable 

for the second embezzlement of the same kind. The reason was that once the ownership 

of the object was endangered and the punishment was alloted to this first embezzlement,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second embezzlement of the same object is already included 

in the first punishment.

In the new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second 

embezzlement should be punished independently from the first embezzlement. This 

new decision, however, was not a unanimous on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embezzlement of one’s property means endangering one’s whole property and 

the second embezzlement cannot be treated independently from the first one. To this 

argument,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just categorizes types of embezzlement that 

should be punished for the future without providing justifications with substantial 

grounds.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the substantial 

ground of the new decision. In order to find a clue of the explanation the author 

analyz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urrent clause of the embezzlement in the 

Korean Penal Code. The Article 355 of the Korean Penal Code is historically 

influenced by the Provisional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1940 and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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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Draft of German Penal Code 1935 in the National Socialist period. 

These two models can be considered identical in the sense that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to the detriment of the entrusted property are provided in the same 

clause as Section 1 and Section 2. This formation of the clause emphasizes that the 

trust should not be breached.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the substantial ground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ew decision can be found in the breach of trust 

because it can be judged on its degree so that the second embezzlement can be 

punished for the breach of the still remaining trust.

Keyword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o the detriment of the entrusted property, 

relationship of trust, enactment of Korean Penal Code, Provisional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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