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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노190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

                                     산서교부등

바. 뇌물공여

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아. 제3자뇌물교부

피  고  인 1.가.나.다.라.바.사.아. 최등규 (480522-1000515), 대보그룹회장

                                        주거  서울 서초구 방배로18길 81, A동 

                                              1001호(방배동, 롯데캐슬파크)

                    등록기준지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51

2.가.다.라.마. 손창용 (650320-1462331),  회사원

            주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1동 205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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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나.라. 김진경 (640727-1462923),  회사원

          주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113동 1502호

                                    (보정동,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67-43

4.마.      김남홍 (581002-1478612),  자영업

          주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9, 802동 1101호

                                    (정자동, 정든마을)

          등록기준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58-1

5.마.      마창일 (800901-1222417),  기타사업

          주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97-1(창현리)

          등록기준지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362

항  소  인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영민(기소), 허준, 이경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박진현

                    법무법인(유한) 세광(피고인 김남홍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록, 이지용, 이중광, 전용규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마창일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영률, 최종길, 박경홍, 김미경, 홍정환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합1541, 2015고합

25-1(분리), 2015고합26(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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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6. 6. 1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등규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마창일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손창용, 마창일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최등규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2. 검사의 피고인 김남홍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최등규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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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성한 대부분의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 대출금 변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이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외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지

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대출

금 상환 및 현금성 경비(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민원 및 산재처리비 등)로 지출되었으

므로, 이는 세법상 ‘손금’인 회사경비에 해당하여 위 금액만큼은 법인세 포탈액에서 공

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최등규: 징역 3년 6월, 추징 9,000만 원, 피고인 손창용: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김진경: 징

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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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김지범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정상

적인 성과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최등규가 김지범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등규가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할 때는 편

의상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다)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위와 같음, 피고인 김남홍, 마창일: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각 벌금형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하여)

  가.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

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법인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

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

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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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

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은 납세의무자를 달리할 때

에는 별개의 죄가 되므로 납세의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인세포탈의 점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0)의 기

재 각 법인별 각 사업연도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각 법인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에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1) 그리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

반죄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

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2)항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

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부분도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최등규, 손창경, 김진경과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법정형이 다름에도 각 적용법조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만 기재
하여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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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

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최등규는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외자금 조성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등

     가) 피고인 최등규는 2007년 말경 대보정보통신 재무ㆍ경리 담당자인 피고인 김

진경으로부터, 2009년경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의 재무ㆍ경리 담당자인 피고

인 손창용으로부터 각각 부외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그 조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진경은 처음에 대보정보통신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목적이 새로운 사업 진출

을 위한 M&A나 우수인력 영입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 마련이었다고 하면서도, 일정시

점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은 

검찰의 대보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일인 2014. 9. 15. 이후에도 2014. 10. 31.까

지 전산기기 등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대보정보통신의 부외자금을 계속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 김진경, 손창용은 현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피고인 최등규에게 전

달할 때 간단한 메모를 작성한 것 외에는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정리한 장부 등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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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ㆍ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최등규에게 실제로 전달된 자금 내역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납

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 상당)를 지급하여야 하고, 허위 상여금 지급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지급상대방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

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각 피해회사에 손해가 된다.

     라) 피고인 김진경은 수사기관에서 “각 연도별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피고인 최

등규에게 비자금 조성 액수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정보통신의 부외자금 조성방법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부외자금 조성 규모와 기간

     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보이엔씨 부분을 제외

하고, 대보건설 법인자금으로 2009. 10.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약 58억 9,000만 

원, 대보실업 법인자금으로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약 87억 원,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으로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61억 7,000만 원이 각 조성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나) 부외자금 조성이 시작된 2008년(대보정보통신) 또는 2009년(대보건설, 대보실

업)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각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부외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피해회사별 당기순이익의 약 30%~54%에 이르고, 부외자금 조성 이후 

각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부외자금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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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외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은 조성된 현금

을 모두 피고인 최등규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최등규는 자신 명의의 대출금 이자 변

제자금 지급 요청을 피고인 손창용으로부터 받거나, 피고인 김진경으로부터 대보정보

통신의 허위 상여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지급상대방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

산한 자료(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을 계산한 내용과 의료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계산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 그 이자 

또는 비용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해회사들의 재무ㆍ경리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부외자금 조성 실무를 주도한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조차 그 조성 이후 자금의 보관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은 없었다. 

피고인 손창용은 “대보실업, 대보건설의 부외자금 조성 초기에는 피고인 최등규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가 2010년경부터 직접 부외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나, 피고

인 손창용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출원리금 변제 외의 부외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말하는 부외자

금 관리는 피고인 최등규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정기적금 예치 등 은행

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국한되고 나머지 부외자금은 여전히 피고인 최등규가 현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김진경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최등규에게 건네

준 부외자금에 대하여 대보정보통신에서 그 사용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최등규가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최등규나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은 피해회사별로 조성된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이나 정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작성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최등규의 사무실과 자택에 있던 금고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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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압수되었는데, 그 현금은 피해회사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최등규

의 개인 자산이 얼마나 섞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가) 조성된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내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피

고인 최등규 뿐인 것으로 보인다. 부외자금 조성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도 자신들이 업무를 대행한 대출원리금 변제 등과 관련된 사용내역만 알고 나머지 돈

의 사용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최등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외자금 사용처 중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 지출

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대보그룹 임직원

이나 거래처 임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이다.

     나) 대보정보통신 자금을 인출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

라도 조성 직후부터 피고인 최등규 개인 또는 다른 계열사인 대보건설, 대보실업을 위

하여 사용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최등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김진경으로

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손창용에게 지급하여 개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

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손창용 역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의 부외자금 조성 전인) 

2007. 8.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피고인 최등규로부터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매월 

5,000~8,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김진경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보정보통신의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M&A 및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외자금

을 조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성된 부외자금 약 61억 원 중 실제로 위 용도로 

사용된 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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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보건설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한 뇌물 내지 로

비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확인된 것만 2억 3,500만 원에 이른다. 

     마)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 대출원리금(2007. 7.~8.경 대보건설, 대보실업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 상환에 사용된 자금이 약 40억 4,900만 원에 이르는데, 설령 

‘조성된 부외자금의 출처가 되는 법인’과 ‘그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가지급금의 발생 

법인’ 사이의 동일성 또는 대응관계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되었던 가지급금은 

1998년경에 있었던 피고인 최등규의 유상증자대금 지급을 위한 가지급금이었으므로, 

이를 들어 대보건설이나 대보실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최등규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를 대내외 경조사비, 공사현장 등 

방문 격려금, 주요 회의 격려금, 수주포상금, 특별상여금, 명절ㆍ휴가 격려금 등으로 사

용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일부 자금

의 사용용도가 부외자금 조성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

러일으킬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것처럼 각 피해회사 자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이 피고인 최등규에

게 교부된 후에는 완전히 혼합됨으로써 어느 회사의 자금이 어느 회사 직원들을 위하

여 사용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들도 그 사용처를 피해회사별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대보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였던 이혜정, 윤보령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윤보령이 작성한 ‘종업원 대급금 파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대내외 경조사

의 경우 각 피해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비용 외에 별도로 피고인들 주

장과 같이 많은 금액의 경조사비가 부외자금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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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최등규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양진효, 곽희권의 각 진술 등에 따

르면 피고인 최등규가 공사현장이나 지방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 지급한 격려금의 액수

가 피고인들의 주장만큼 많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명절ㆍ휴가 격려금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직원 중에는 이 사건 부외

자금 조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피고인 최등규의 대보건설, 대보실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부외

자금 사용은 피해회사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거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

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이라기보다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적인 이익 실현에 협조한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임의 지급의 성격이 강하다. 

       ④ 위와 같은 경조사비, 격려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 최등규가 임의

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

다.

     사) 피고인 최등규의 아들인 최정훈, 최재훈의 개인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된 1

억 9,6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은 최정훈, 최재훈의 금융기관 관련 업

무를 도와주던 피고인 손창용의 단순한 관리소홀에 기인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것이 피해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다만 이와 관련

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의 재경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손창용이 최정훈과 최재훈

의 대출금 통장을 관리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최정훈의 대출금 15억 9,000만 

원은 피고인 최등규에게, 최재훈의 대출금 16억 원은 최정훈에게 각각 송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진술 또는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정훈에 대한 피고인 최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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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액 증여, 최정훈과 최재훈이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들인 진승산업, 

파인, 모두화학, 한국정보기술의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피고인 김진경 등 대보그룹 직

원들이 실제로 운영ㆍ관리하였다) 및 대보정보통신 부외자금 조성과의 관련성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금 이자 역시 피고인 최등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

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

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

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

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

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

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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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

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와 방법, 조성 규모와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

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외자금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개 피해회사들의 고유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라 개개 피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는 피고인 

최등규 및 대보그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외자금이 조성 주체인 피해회사들의 관리 범위를 떠나 ‘대보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최등규의 배타적 지배 범위 내로 들어가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 재산 또는 계열

회사 재산과 혼화되어 그 특정성을 잃은 순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

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보그룹’ 차원의 부외자금 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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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보령물산, 서원밸리 등을 계열사로 하는 ‘대보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보그룹의 

회장으로 불리워졌다. 위 각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

등규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의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임에도2), 피

고인 최등규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을 통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3)자신이 이를 보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건설과 대보정보통신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당시 대보정보통신의 주식 지분 현황은, 대보건설 51%,  

한국도로공사 18.98%(이후 2014. 9. 5.경 피고인 최등규의 아들 최재훈이 인수하였다), 

대보유통 15%, 우리사주 등 소액주주 15.23%이었다. 한편 피고인 최등규 및 그 가족들

이 대보유통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대보유통과 보령물산이 대보실업의 지분을 

각각 49%, 35.15% 보유하고 있으며, 다시 대보실업은 대보건설의 지분 91.1%를 보유

하고 있고, 대보건설은 대보정보통신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4) 그러나 이

러한 주식 보유 현황 및 피고인 최등규가 대보그룹 회장이란 지위만으로 피고인 최등

규가 대보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용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대보이엔씨는 공사 분

야는 분리되어 있으나, 재경․관리 등 분야는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5) 뿐만 아니라 피

2)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던 적이 없고, 대
보정보통신에만 2002. 2. 7.~2006. 6. 29.까지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을 뿐이다. 

3) 대보정보통신의 대표이사였던 강운식(2010. 7. 1.~2012. 6. 30.), 문진일(2012. 7. 17.~현재까지)은 “대
보정보통신의 부외자금이 조성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4770면, 제
11권 제5950면). 

4) 피고인 최등규는 2013. 12. 31.기준 대보실업 1.34%, 보령물산 20%, 대보유통 33%, 서원레져 8.34%, 
진승산업 20%, 대보D&S 10% 지분으로 각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권 제
709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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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최등규의 아들 최재훈, 최정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진승산업, 한국정보

기술, 파인, 모두화학이 있는데, 피고인 최등규는 피고인 김진경을 통하여 위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6)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의 직원을 위 회사들의 직원으로 이중

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도 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4)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대보이엔씨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피고인 손창용을 

통해 피고인 최등규에게 전달되었고, 대보정보통신, 모두화학, 파인 등에서 조성된 부

외자금은 피고인 김진경을 통해 피고인 최등규에게 전달되었는데, 위와 같이 교부된 

각 회사의 부외자금은 회사별 구분 없이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자금 등과 혼재되어 보

관되었다.7)

       (5) 피고인 최등규조차 피고인 김진경, 손창용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현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8) 조성된 부외자금을 지출할 때도 회사별로 구분되는 

회계처리 등을 함이 없이 위 돈을 지출하였다.9) 

       (6)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 사용내역이라며 제출

5) 증거기록 제10권 제5620면, 증거기록 제11권 제5976면 손창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 증거기록 제8권 제3578면, 제11권 제5917면, 제12권 제7092면(대보그룹 주주명부)
7) 피고인 최등규는 검찰에서 “(손창용으로부터 받은 현금을)대부분 회장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했고 일부 

현금은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증거기록 제11
권 제6551면),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함께 회사에 있는 사무실 금고 등에 보관
하면서 현장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제6571면)고 진술하였다.

8) 증거기록 제11권 제6546면
9)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정보통신의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말정산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할 

때, 자신의 금고에서 피고인 김진경으로 하여금 돈을 꺼내가게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진경은 검
찰에서 “(연말정산 등 관련하여) 즉석에서 서랍에서 가지고 가라고 해서 제가 서랍을 열고 쇼핑백에 
담아간 적도 있고, 보고하고 돌아가 있다가 돈을 가지고 가라는 연락이 오면 쇼핑백에 돈을 담아 간 
적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의 왼쪽 편 서랍에 현금이 있었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매년 5,000~6,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제가 즉석에서 돈을 가져간 적도 있었던 점에 비
추어 보면 그 이상은 (서랍에)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3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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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속에 서원레져, 대보유통 등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현장격

려금, 경조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부외자금은 조성한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대보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들을 위하여 구분 없이 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 최등규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각 계열사 및 관

계사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각 피해회사와는 무

관하게 피고인 최등규가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1)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관련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부외자금은 ① 대보건설 등의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를 위해 발생한 170여억 원의 가지급금을 반제하기 위해 피고인 최등규가 2007년 67

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과 ② 대보건설

의 임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것이므로, 부외자금 조성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가지급금 내역만으로 당시 존재하던 170여

억 원의 가지급금이 모두 회사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가 가진 가지급금 채권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2007년경의 

대출금이 피고인 최등규 명의로 대출되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며, 피

고인 최등규가 위와 같이 개인 대출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은 그에게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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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10) 피고인 최등규의 개

인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회

사의 돈을 유출하여 이를 변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적으로 표출되

었다고 할 것이다.11) 

         또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12) 그러한 목적을 위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감수하

면서까지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이 다른 계열사의 돈과 섞여 특정성을 잃고 대보그룹 회장인 피

고인 최등규의 배타적 지배하에 들어갔다면 이로써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사후 그

와 같이 혼화된 부외자금 중 일부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

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최등규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조성 초

기 4개월을 제외하고 피고인 손창용이 보관ㆍ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10) 피고인 손창용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이
유로 가지급금이 늘어났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최등규이든, 제3자이든 누
군가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은 피고인 최등규의 
책임 하에 지출된 것이나, 그 변제는 실제 가져간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권 제5627면). 

11)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최등규가 2007년 대출을 받아 상환한 가지급금이 1998년경에 있었던 피
고인 최등규의 유상증자대금 지급을 위한 가지급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
면, 피고인 최등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원심이 인정한 금액 이외에도 다액의 돈을 수시로 대보
건설 등에 입금한 사실 및 피고인 최등규가 2007년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보실업의 주식을 대보
유통과 보령물산에 매각하고 그 대금 126억 원 가량을 대보건설과 대보실업의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
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2007년 무렵에는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인한 가지급금 채무가 
소멸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수사기록 제12권 제6597면, 공판기록 제1권 제419면). 따라서 위 
2007년 대출금으로 변제된 가지급금채무가 위 유상증자대금과 관련이 있는 채무라는 원심 판시 부분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손창용은 검찰에서 수회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부외자금이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것 외에 피
고인 최등규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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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피고인 손창용은 피고인 최등규 명의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적금을 

들어 적금이 만기가 되면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뇌물공여가 필요할 때 피고인 

최등규의 승낙을 받아 이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피고인 최등규가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목적 등을 물어보지 않고 현금을 주었으며, 달리 부외자금의 지출 내역

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손창

용이 부외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① 이 사건 부외자금 중 대보건설, 대보실업 및 대보이엔씨 관련 부분이 

피고인 최등규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최등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손창용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최등규는 피고인 김진경으로부터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

법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손창용으로부터는 부

외자금 조성방법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손창용은 부외자금 조성의 주된 이유는 대출금 상환용 자

금 마련이나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장 및 인력 관리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

기 위한 것도 부외자금 조성의 또 다른 이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주장한 점, ④ 조성된 이 부

분 부외자금이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 자금 및 다른 계열사의 부외자금과 혼재되어 보

관되어 왔었고, 피고인들이 부외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부나 사후에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던 점, ⑤ 현금성 경비 등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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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피해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각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 ⑥ 피고인들이 제출한 현금성 경비 

등 사용처에 관한 내역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

려운 점13), ⑦ 피고인들이 제출한 부외자금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부외자금이 조성된 

회사 외에 대보유통, 서원레져 등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

출 기준 없이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

이는 점, ⑧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에서 회사의 통제 등을 

받음이 없이 격려금, 경조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부외자금은 피고인 최등규 또는 대보그룹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2) 대보정보통신 관련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은, 이 부분 부외자금은 M&A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이후  M&A가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

로 부외자금을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성 당시부터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부외자금이 조성된 직후 그 돈이 피고인 최등규의 개인 대출

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해 지출된 점,14) 장기간 M&A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13) 피고인들이 제출한 현금성 경비 등의 사용처에 관한 확인서는 그 내역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대보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였던 이혜정, 윤보령 및 운전기사 겸 수행비
서 양진효, 곽희권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성 경비의 지출 액수가 피고인들의 주장만큼 많
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4) 피고인 손창용은 “2007. 8.부터 2009. 8.경까지 피고인 최등규가 5,000만 원~8,000만 원 정도를 피고
인 최등규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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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외자금이 조성되었고, 대보정보통신이 적자가 난 후15)에야 부

외자금 조성이 종료된 점, 피고인 김진경 또한 “M&A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에 회

사가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돈이 있었고, 파인이라는 곳에서도 상품을 론칭하

게 될 때 필요한 자금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16)및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역시 다른 계열사의 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최등규 또는 대보

그룹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최등규가 사실상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경

영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최등규 또는 그 가족들이 각 피해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피해회사들이 피고인 최등규 및 그 가

족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사실상의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외

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 최등규 본인 또는 다른 계열사 내지 관계사

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피고인 최등규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허위거래를 

통하거나 허위 상여금을 지급하여 반환하는 등으로 각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시

킨 시점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 그 외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5) 피고인 김진경은 원심 법정에서 대보정보통신은 2013년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87, 488면).

16) 공판기록 제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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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들은, 대보정보통신에서 부외자금이 조성되어 대보정보통신을 위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보건설, 대보실업에서 

조성되어 각 조성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에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각 피해회사에서 

조성된 금액 중 각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또는 조성 당

시에는 부외자금 중 얼마를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 액수 불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이후 

위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

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210억 원 부외자금 조성은 조성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

로,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조성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금액은 약 171억 

원(대보건설 등의 경우 약 115억 원, 대보정보통신의 경우 56억 원)이므로, 부외자금 

조성으로 횡령금액은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

외자금 조성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허위계산서의 발행 

또는 허위 상여금 지급 및 거래대금 과다 계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를 업

무상횡령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전체금액을 횡령액으로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

한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은,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대보정보통신에

서 조성된 부외자금과는 구분되어 있었고, 각 회사별로 조성된 부외자금의 금액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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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부외자금 금액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회사

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실제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피고인 최등규의 자녀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된 1억 9,6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을 회

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특히 많은 금액은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경비,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 간접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

은 없으므로,17) 부외자금 조성 단계에서 부외자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가 제26, 27, 44, 4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 피고인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자금이 회사별로 구별되어 관리되었다거나 회사별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이 피고인 최등규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최등규가 자신의 개인자

금과 함께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외

자금은 혼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최등규의 승인 또는 보고 이후에만 뇌물공여 관련 

자금도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 최등규가 피해회사를 위한 간접비용으

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비용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남겨 피해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외자금의 

수령은 피고인 최등규 또는 피고인 최등규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손창용 등이 은밀히 

17)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① 피고인 최등규 명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59억 2,900만 원이고, ②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현장 및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약 85억 3,065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③ 뇌물공
여에 2억 3,500만 원이 사용되었고, ④ 피고인 최등규의 사무실 금고 등에서 현금으로 보관 중 압수된 
8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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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고 조성한 부외자금의 지출 역시 피고인 최등규가 전적으로 결정․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부외자금의 조성․보관과 관련된 장부나 문건도 별도로 작

성하지 않음으로써 피해회사들 입장에서는 조성된 부외자금의 규모, 사용처 등에 대하

여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도록 만든 점, 더욱이 피고인 김진경은 대보정보통신 외 한

국정보기술, 모두화학, 파인 등의 회사에서도 상여금 내지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최등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최등규

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 피고인 최등규 개인의 친분관계 내지 자신의 위상을 과시 내지 강화하려는 목

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외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가 뇌물 등으로 사용된 것은 

대보건설의 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

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

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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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규 등이 대보건설의 수주를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기업활

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뇌물

을 공여하여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

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

건은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그 

자금 중 일부를 뇌물공여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에 반하

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

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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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도566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이 대보정보통신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대보정보통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성된 부외자금이 대보정

보통신이 아닌 다른 대보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계좌 및 명의를 빌려준 자들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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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보정보통신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51억 4,295만 원인데, 그 중 

대보정보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13억 2,400만 원이고, 이러한 비율에 따라 위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경비 21억 5,905만 원 중 대보정보통신을 위하

여 사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경비 금액을 산출하면 555,825,392원이 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외

자금 중 대보정보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3억 

2,4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다가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

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피고인 최등규, 김진경 공동범행 관련)

    검사는 당심에서 2016. 3. 25. 단순오기임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의 공동범행의 법인세 포탈 합계 ‘1,302,878,373원’18)을 ‘1,303,349,854

원’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0)-대보정보통신 법인세 포탈 중 순번 2 포탈세액 

‘315,213,237원’을 ‘315,684,741원’으로, 순번 4 포탈세액 ‘315,269,519원’을 

‘315,269,496원’으로, 그에 따른 합계액 ‘1,302,878,373원’을 ‘1,303,349,854원’으로 각 공

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18) 원심판결 제11면 제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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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오기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비

록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형식에 의하였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오기를 정정하

는 것이므로19),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판대상이 바뀐 것으

로 보기는 어렵고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

질은 공소장‘정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법원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원심

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

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

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허위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비용 지출을 가장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해회사

들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이를 각 피해회사의 사업 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된 것

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이 부외자금이 조성된 후 그 중 일부가 회사의 사업집

19)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보정보통신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서에 의하면 애초에 포탈세액이 이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5권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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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항목별, 금액별로 

밝혀져 있지 않은 까닭에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용인한도액 내

의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에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 산정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 

신고한 행위는 법인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 피해회사의 회계장

부에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 산정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ㆍ신고한 이상, 이로써 그 허위비용 계상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20),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회사운영과정상 실제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은 손금으로 처리되어 포탈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이 피해회사를 떠나 피고인 최등규의 배타적 지배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부외자금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고, 이후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가 피고

인 최등규에 의해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회사가 지출한 비

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피해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

20) 포탈세액은 횡령금액과 관련 있는 가공매입액(대보정보통신의 경우 가공급여액)에 부가가치세를 공
제하고, 다시 공사진행율에 따라 연도별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면 포탈혐의금액이 
되며, 여기에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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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어느 피해회사의 어느 연도

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인지, 나아가 그것이 손금 용인한도액의 전액인지 여

부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검사의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

심 이유 무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김진경이 피고인 최등규의 지시에 따라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 1

억 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그 직원인 김지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 및 김지범은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1억 원은 대여금 또는 상여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지범이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김지범은 피고인 최등규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냈는데, 피고인 김진경이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의 상여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

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나 대여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그와 같

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고, 이를 전제로 대보정보통신에 재산산 손

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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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다거

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죄는 부외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최등규에게 전달된 시점이 아니라 상여금을 가장하여 지급된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피

고인 최등규가 부외자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들어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외자금 조

성행위와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은 피고인 최등규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불

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2) 피고인 김진경은 김지범에게 성과급 1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최

등규가 ‘김지범이 어떤가?’라고 물어 우리 회사의 핵심인력이라고 보고하였고, 그랬더

니 ‘그 친구에게 1억 원 정도를 줄 수 없겠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성과급 1억 

원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1) 달리 지급경위에 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

척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지급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를 두

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표출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성과금 지급 후 이를 반환 받는 방법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면서 그 

대상을 ‘부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하였는데, 김지범은 당시 ‘차장’이었고, 피고인 김진경

이 성과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지목한 자도 아니었으며, 2011년에 1회만 돈

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21) 증거기록 제8권 제3538면, 제9권 제4177면, 공판기록 제1권 제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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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또한 검사는 김지범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성과금으로 볼 수 없고, 김지범의 차

용 요구에 따라 피고인 최등규가 대보정보통신 법인 자금으로 임의로 빌려 준 것으로 

대보정보통신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내지 상여금을 가장한 

조성 횡령으로 기소하였는데, 검사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지범으로부터 성과금 명

목의 돈을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최등규가 대보정보통

신 법인 자금을 김지범에게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

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22)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김지범에게 지급한 돈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7. 검사의 피고인 김남홍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보건설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돕기 위하여 공급가액 합

계액이 약 136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ㆍ수수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

의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한편, 피고인 

최등규 등의 대규모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있

22) 부외자금의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부외자금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그 기본
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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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피고인이 대형 건설업체인 대보건설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대보건설 

측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23)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

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남홍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하여는 각 앞

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과 검사의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최등규,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23)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등, 제2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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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범

죄사실을 일부 고치고 증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원심판결 제11

면 제4행의 합계 ‘1,302,878,373원’을 ‘1,303,349,854원’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0)-대보정보통신 법인세 포탈 부분 중 순번 2 포탈세액 ‘315,213,237원’을 

‘315,684,741원’으로, 순번 4 포탈세액 ‘315,269,519원’을 ‘315,269,496원’으로, 그에 따

른 합계액 ‘1,302,878,373원’을 ‘1,303,349,854원’으로 고친다.

  ▣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의 다. 2)항의 범죄사실을 이 판결 

뒤에 첨부하는 별지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 제출의 점>” 기재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

     1. 피고인 마창일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마창선, 오맹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등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 제30조(대보이엔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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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

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법인별 사업연도별 각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

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손창용: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대보건설, 대보실업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대보이엔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별 각 사

업연도별 각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수

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김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마창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

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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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등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대보실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손창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대보실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김진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손창용, 마창일: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마창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4) 피고인 마창일은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사용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 제출시 사용된 경우,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복되는 5,404,443,543원
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매입세금계
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로 포섭되어 처단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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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

   피고인 손창용, 마창일: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손창용 벌금 14억 원25), 피고인 마창일 벌금 32억 원26)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피고인 손창용 250만 원, 피고인 마창일 32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최등규: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로 공여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

받은 금원으로, 이준모에게 교부한 2,000만 원 + 박병한에게 교부한 3,000만 원 + 

추신철에게 교부한 2,000만 원 + 김성진에게 교부한 2,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등규

   피고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대

보정보통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이용하여 5년 이상의 장기간

에 걸쳐 위 회사들의 자금으로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

써 횡령하였고, 그 규모가 210여억 원에 이르는 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

출함으로써 회사에 21여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27여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이 그룹의 회장이 개개 계열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개인 회사처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는 1,364,261,840원(= 13,642,618,400원 × 0.1 × 2 × 
1/2) ~ 3,410,654,600원((= 13,642,618,400원 × 0.1 × 5 × 1/2)이다.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는 3,170,666,749원[= (13,642,618,400원 + 
18,064,049,097원) × 0.1 × 2 × 1/2(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926,666,874원[= (13,642,618,400원 + 
18,064,049,097원) × 0.1 × 5 ×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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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

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많은 

임직원들이나 협력업체 관련자들을 범죄에 빠지게 하며, 자칫 어느 한 계열사의 부실

이 재정이 건전한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

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더욱

이 피고인은 2004년경 허위세금계산서 매입방식을 이용하여 31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

성한 동종의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27)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대보그룹 임원이나 관계사 임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

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관급공사 수주에 관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

였으며,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도 저버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보그룹 회장’이라는 직책 하에서 나름대로 

대보그룹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실제 이 사

건 횡령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

해회사들은 피고인 및 그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점, 

27)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방식에 의하여 대보실업의 자금 31억 원 상당을 부외자금으로 조성 횡
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4.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1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서울고등법원 2004노2581, 2004노3104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
다.  

안
  
 치

  
 용

시
크
릿
오
브
코
리
아



- 38 -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가 피해회사 직원들의 격려금, 포상금, 인재채용비, 산재처

리비 등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피해회사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회사들에 원심에서 3,271,109,180원을28), 

당심에 이르러 72억 8,000만 원29) 및 20억 5,000만 원30)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 변

제한 총 금액은 12,601,109,180원인 점(전체 횡령금액의 약 60%), 피해회복을 위한 담

보로 피고인 소유의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233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이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액보다 

많아 조세포탈의 가벌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의 채권자 등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 경제나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보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보유통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기순이익 530억 원 이상을 배당받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

였으며, 대보실업 역시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기순이익 650억 원 이상을 회사에 

유보하여 대보그룹의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심

장수술을 받은 이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8년 4월)3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28) 2014. 11. 27. 3,271,109,180원을 변제하였다.
29) 피해회사들에게 2015. 9. 3. 총 20억 원, 2015. 10. 22. 총 52억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30) 2016. 3. 21. 대보건설에 572,715,910원, 대보실업에 846,399,170원, 대보이엔씨에 39,671,600원, 대보

정보통신에 591,213,320원 등 합계 2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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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대보정보통신의 각 재

무ㆍ경리 담당 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횡령, 배임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손창용이 가담한 부외자금의 규

모가 149억 원, 피고인 김진경이 가담한 부외자금의 규모가 60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보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최등규의 지시에 의해 실무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

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합산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의 상한 + 뇌물공여죄 상한의 1/2 +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의 상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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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손창용: 징역 1년 3월∼7년 1월, 피고인 김진경: 징역 1

년 3월∼6년 3월)32)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마창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보건설 등에게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로 인한 매출 증대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

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공급가액 등

의 합계액이 31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은 아니며 대형 건설업

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업무상횡령죄(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하한의 1/2 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손창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등, 제2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손창용, 김진경)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합산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손창용: 징역 1년 3월 ~ 7년 1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한 + 조세

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한의 1/3]
    피고인 김진경: 징역 1년 3월 ~ 6년 3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 상한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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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대보건설 측과의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래처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압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하여

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년)33)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김지범 관련 부분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은 공모하여, 2011. 12. 2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 1억 원을 김지범 

명의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김지범 관련 부분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은 공모하여, 대보정보통신의 자금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여 대보정보통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33)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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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김지범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위 상여금과 관련하여 김지범이 대한민국에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할 

4,000만 원을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으로 대납하여 피해자 대보정보통신에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

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최등규, 김진경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무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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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인 마창일에 대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보건설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매출이 늘

어나게 되어 매출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자, 비용을 늘려 부과되는 세금

을 줄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입을 늘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 장모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가공업체인 ㈜동부산업자원, ㈜삼호철강, ㈜삼신

스틸, 동부철강, 호남자원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방법으

로 비용을 늘려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

다.

  가) 동부산업자원 관련 범행 

    (1)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 1기(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호남자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3,219,818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

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호남자원, 동부철강, 삼신건설가설산업으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2,119,607,08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34) 공소장에 ‘263,219,918’로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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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삼신건설가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34,8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 순번 1~4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0. 1. 25.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삼신건설가설산업, 동부철강에 

공급가액 합계 3,029,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

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삼신스틸 관련 범행

    (1)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35) 2기(확정)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삼호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5,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

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4~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삼호철강, 동부철강, 호

남자원, 제일스틸, 삼신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18,6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1.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삼호철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

에도 공급가액 19,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35) 공소장에 기재된 2012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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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삼신건설가설산업 관련 범행

    (1)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09.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동부산업자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34,860,000원36)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3~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부산업자원, ㈜삼호철

강, 호남자원, 동부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21,009,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삼호철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7,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

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순번 5~6기재와 

같이 총2회에 걸쳐 ㈜동부산업자원, ㈜삼호철강에 공급가액 합계 486,422,727원 상당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였다.

  라) 삼호철강 관련 범행

    (1)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36) 공소장에 기재된 1,488,06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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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 2.기(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호남자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922,727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

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7~22 기재와 같이 2011. 1. 25.

경부터 2012.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삼신건설가설산업, 동부철강, 

㈜삼신스틸, 제일스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1,5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삼신건설가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7,96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순

번 7~1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삼신건설가설산업, ㈜삼신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2,257,5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064,049,097원 상당의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각각 제출하였다.

37) 공소장에 ‘50,592,727’로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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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범행일시·장소 기간 공급가액(원) 발행업체 매입업체

1 2010. 4. 26. 남양주세무서 ‘10. 1기 예정
263,219,818 호남자원

동부산업자원

276,220,000 동부철강

2 2010. 7. 26. 남양주세무서 ‘10. 1기 확정
112,880,000 호남자원

143,240,000 동부철강

3 2010. 10.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예정

303,918,181 호남자원

619,009,090 동부철강

401,12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공급가액 합계(동부산업자원) 2,119,607,089 원

4 2011. 1.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확정

145,470,000 삼호철강

삼신스틸

118,520,000 동부철강

153,350,000 호남자원

5 2011. 4.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예정 245,300,000 호남자원

6 2011. 7.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확정
399,560,000 삼호철강

15,920,000 호남자원

7 2011. 10. 25. 남양주세무서 ‘11. 2기 예정 41,380,000 호남자원

8 2012. 1. 26. 남양주세무서 ‘11. 2기 확정

717,777,000 삼호철강

54,630,000 호남자원

192,420,000 제일스틸

9 2012. 4. 25. 남양주세무서 ‘12. 1기 예정
325,540,000 삼호철강

77,010,000 제일스틸

10 2012. 7. 25. 남양주세무서 ‘12. 1기 확정 79,360,000 삼신철강

11 2012. 10. 25. 남양주세무서 ‘12. 2기 예정 181,395,000 삼신철강

12 2013. 1. 25. 남양주세무서 ‘12. 2기 확정 170,980,000 삼신철강

공급가액 합계(삼신스틸) 2,918,612,000 원
13 2010. 1. 25. 남양주세무서 ‘09. 2기 1,734,860,000 동부산업자원

삼신건설가설

산업14 2010. 7. 26. 남양주세무서 ‘10. 1기
1,273,580,000 동부산업자원

432,455,000 동부철강

범죄일람표(18)-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마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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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36,000 호남자원

15 2011. 1.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5,650,000 동부산업자원

447,968,000 삼호철강

447,793,000 동부철강

411,997,100 호남자원

16 2011. 7.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221,260,000 삼호철강

581,610,000 호남자원

공급가액 합계(삼신건설가설산업) 6,121,009,100원

17 2011. 1.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확정

27,272,727 삼신건설가설산업

삼호철강

50,592,727 동부철강

50,922,727 호남자원

18 2011. 4.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예정

35,26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180,480,000 호남자원

19,200,000 삼신스틸

19 2011. 7.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확정
22,77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244,680,000 호남자원

20 2011. 10. 25. 남양주세무서 ‘11. 2기 예정 189,100,000 호남자원

21 2012. 1. 27. 남양주세무서 ‘11. 2기 확정 175,260,000 호남자원

22 2012. 4. 24. 남양주세무서 ‘12. 1기 확정 135,980,000 제일스틸

공급가액 합계(삼호철강) 1,131,518,181원
공급가액 총 합계 12,290,746,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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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범행일시·장소 기간 공급가액(원) 매출업체 발행업체

1 2010. 1. 25. 남양주세무서 ‘09. 2기 확정 1,734,86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동부산업자원
2 2010. 4. 26. 남양주세무서 ‘10. 1기 예정

62,44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15,215,000 동부철강

3 2010. 7. 26. 남양주세무서 ‘10. 1기 확정 1,211,14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4 2010. 10.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예정 5,65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공급가액 합계(동부산업자원) 3,029,305,000

5 2011. 1.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27,272,727 삼호철강

삼신건설가설

산업
401,120,000 동부산업자원

6 2013. 1. 25. 남양주세무서 ‘12. 2기 확정 58,030,000 삼호철강

공급가액 합계(삼신건설가설산업) 486,422,727원

7 2011. 1. 25. 남양주세무서 ‘10. 2기 확정
447,968,000 삼신건설가설산업

삼호철강

145,470,000 삼신스틸

8 2011. 4.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예정 61,26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9 2011. 7. 25. 남양주세무서 ‘11. 1기 확정
160,000,000 삼신건설가설산업

399,560,000 삼신스틸

10 2012. 1. 27. 남양주세무서 ‘11. 2기 확정 717,777,000 삼신스틸

11 2012. 4. 24. 남양주세무서 ‘12. 1기 예정 325,540,000 삼신스틸

공급가액 합계(삼호철강) 2,257,575,000원
공급가액 총 합계 5,773,302,727원

범죄일람표(19)-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마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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