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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

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

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

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

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

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

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

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

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



7060 판결 등 참조).  

 

(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

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

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5)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이 때 그 사업기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1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



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2호)’를 말한다.  

 

(6)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

하는 임무의 위배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

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

업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과거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장차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이

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본금, 인력, 거래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