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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신뢰관계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신뢰관계는 일정한 행위 또
는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위임과 유사하고, 재산
을 수여하면서 지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은 증여나
부담부증여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영미법에서 발생한 신탁은 이
러한 민법과의 개념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라는 개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수탁자
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는 신탁에서 그 권한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수탁자의 권한, 그리고 그 수탁자
가 지게 되는 의무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신인의무상의 주의의무, 그리고 충실의무에는 그 차이가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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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서만 인정되어 왔으나, 개정 신탁법에
서 이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주의의무와는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수탁
자의 그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
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원상회복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수익자 취소
권을 두어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주제어] 수탁자권한, 수탁자의 권한제한, 신인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Ⅰ. 서 론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
며 신탁을 정의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규정으로부터 신탁제
도만이 가지는 특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법적 개념과 비교해
보면, 신탁에서 신뢰관계의 일정한 행위 또는 그 사무처리를 위탁한다
는 점에서는 위임, 대리2)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재산을 수여하면서
1)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6, 10쪽.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수탁자와 유사하나, 대리관계에서 재산권은 본인이 명의라는 점에서 수탁자가 대내외
적으로 신탁재산의 명의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신탁과 차이가 있다. 광장신탁연구회,
위의 책, 10쪽, 각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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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은 증여나 부담부증여와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재산의 보관 등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임치3)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4)
이러한 신탁법은 기존의 우리나라 법규인 대륙법계와는 달리 영미법
계에서 들어온 제도이다. 따라서 대륙법계인 우리법체계에 상응하는 제
도로 규율하고 운용하는 면에서 기존의 제도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영미법체계의 이론
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여보는 것은 가능하나,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근거에 따른 입법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5)
상법에는 신인의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신인의무 또한 영미법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당연히 기존의 우리법체계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사실 상법상의 회사라는 개념이 외국의 신탁에서 유래 하였다.
즉 투자자가 자신의 자본을 운용하여 줄 경영자에게 투자하고 그 권한
을 위임하는 형태에서 발달한 것이 회사라는 개념의 출발인 것이다.
따라서 신탁상의 충실의무와 상법상의 충실의무는 많은 유사성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 신인의무에서 충실의무에 대한 부분을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되었고, 그 의미 또한 신탁법상의 개념과 차이를 가지고
된 것이라 생각된다. 신탁법에서는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
에서 그 성격과 상법에서 거론되는 신인의무상의 충실의무 등과 비교
하여 보고자 한다.

3) 임치는 수치인이 임치임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점에서 신탁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임치물의 소유권은 수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치인은 임치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한 신탁과
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광장신탁연구회, 위의 책, 10-11쪽, 각주 3 참조.
4)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1쪽. 참조.
5) 최수정, 위의 책, 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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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탁법상 재산처분행위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제31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탁자는
신택재산의 명의인으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6)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기초로 하는 광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며, 또한 신탁목적 등에 의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신탁의 목적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7)
신탁법 31조의 규정에서 “모든 행위”라고 하는 의미는 비단 법률행위
뿐만이 아니라 소송행위나 사실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8) 신탁행위
나 법령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명시된 행위뿐만 아니라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인 권한에 따른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9)
구 신탁법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탁자
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
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6) 광장신탁연구회, 앞의 책, 166쪽 참조.
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252쪽.
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72쪽.
9) 김상용,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233쪽; 수탁자의 이러한 관리⋅처분권은 신탁행위
에 의한 점함이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것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권될 수도 있고,
신탁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신탁행위⋅법령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금지
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이 묵시적인 수권이 될 수도 있다. 광장신탁연구회, 앞의
책, 1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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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탁자의 권한이 신탁재산의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로 한정된다고 오해
되는 부분이 있었다.10) 따라서 개정 신탁법에서는 이러한 수탁자의 권
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균형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로서 관리행위, 처분행위 등 신탁 목적
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함으
로써 동시에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되었다.11)
판례12)를 살펴보면, “법조항에 의하여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
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를 다르게 보면 신탁법상의 취지나 본질
을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판례13)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
로 처분⋅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 판례에서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와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
리권을 할 수 없도록’이라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
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광장신탁연구회, 위의 책, 169쪽 참조.
11) 김상용, 앞의 책, 233쪽 ; 개정신탁법에서 규정된 모든 행위는 기존 학설에서 수탁자의
관리⋅처분권한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었던 소송행위, 사실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신탁행위나 법령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명시된 행위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장신탁연구회, 앞의 책, 169쪽
참조.
12) 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결정.
13) 위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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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없이 행하여진 수탁자의 행위
신탁은 보통 신탁행위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명의가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관리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신탁도 있다. 이를 수동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수탁자가 전혀 의무를 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14)
또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수탁자는 단지 이를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신탁과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지만 대외적인 행위는 수탁자 명의로 하는 신탁이 포함된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
이러한 수동신탁에 대한 유효성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를 재량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위탁자는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탈법 행위이고, 특히 자익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은 유지하면서 강
제집행을 피하려고 수동신탁을 설정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보는 견해16)
와, 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이거나 ‘재량적’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또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으므로, 대외
적인 관계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이상 통상의 신탁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유효라는 견해17)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신탁의 유효성은 신탁법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도 반드시 적극적이거나 재량적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
14)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244쪽.
15) 송현진/유동규, 조해 신탁법(이론⋅판례⋅실무), 진원사, 2017, 6쪽.
16)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10쪽.
17) 이중기, 앞의 책, 247-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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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이상 통상의
신탁과 차이가 없고, 현재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관리신탁이나 증권투자
신탁, 특정금전신탁등의 분야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투자고문업자 등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형태의 신
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18)에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신탁재산의 처분행위
신탁에서 처분행위는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이러한 처분행위는 수탁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수탁자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떻
게 될 것인가. 민법 제115조에서 대리인은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를 판명하는 이른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대리관계에서 대리인이 행위
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탁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수탁자는 법률관계에
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완전한 권리자의 행위로
된다. 따라서 대리인임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면이 고유관계와 신탁관계에서의 논란으로 된다.19) 재
산의 경우에는 재산에 등기⋅등록 등을 하게 되므로, 그 등기⋅등록
등을 통하여 그 대리관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지는 않으나, 신탁재산에서는 그러한 의무부담
행위나 등기⋅등록 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게 된다. 신탁
사무로서 외부차입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역시 신탁사무로 다루었다면

18) 광장신탁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168쪽.
19) 노혁준, “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증권법연구 17-2,
한국증권법학회, 2016,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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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신탁법률관계에 귀속되고, 신탁목적 위배 등이 문제될 경우
수익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수익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만일 이를 수탁자의 고유사무로 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된다. 거래상대방이 이를 수탁자
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수탁자는 이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신탁재
산으로 보게 된다. 이는 자연적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객관적, 규범
적인 해석으로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
다.20) 하지만 비록 상대방이 수탁자의 신탁사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문언이나 계약관련 제반사항 등으로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이 없이 이루어진 차입거래는 수탁자의 고유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인정되고 이는 민법 제115조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한편, 고유사무로서 외부차입 할 때에 거래상대방 역시 수탁자의 고
유사무로 이를 다루었다면, 그 결과는 수탁자 고유법률관계에 귀속하게
된다. 게다가 거래상대방이 이를 신탁사무로 다루었다면 이것도 법률행
위의 해석문제가 된다. 차입으로 인한 책임재산을 거래상대방은 수탁자
의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보지만, 수탁자는 이를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수탁
자의 고유재산에 관한 차입거래가 된다. 다만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민법상의 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다.
신탁법 제31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이외에 신탁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탁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서로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신탁행위로서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아니면 유효하지
만 수익자 취소권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9판), 박영사, 2013, 287쪽.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회사법에서는 영미법상 능력 외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사정
관에 기재된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는 것으로, 비단 영미법상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
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여 정관상 목적 범위이외의 행위에 대한 권리능
력을 제한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정관상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22)고 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
능력 이외의 행위라는 이유로 단순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판례를 신탁법에서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금지⋅제한된 행위
를 하는 것은 당연무효라 할 수 있다.
신탁재산 중 매각대상이 만일 동산과 같이 별다른 등기⋅등록이 없
이, 거래상대방은 그 매각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
면, 이는 수탁자의 권한제한이 거래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어느 경우
에나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상대방은 위 처분행위를 근거로 신탁재산
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신탁법 제21조 제1항), 여
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
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 상의 행위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23)
21)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2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2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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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나타날 수 있다. 수탁자가 권한 없이 신탁행
위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행위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효과의 귀속을 생각한다면, 수탁
자 및 상대방이 모두 이를 신탁사무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 의무부담행위
의 효력은 신탁재산에 귀속된다. 이러한 자금차입이나 자산매입은 수탁
자의 개인적 사무일 뿐이고, 수탁자는 신탁사무로 자금차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수탁자의 고유사무로 판단하여 처리하거나, 수탁자는 고유사
무로 자금차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신탁사무로 잘못 판단하여 처리
하였다면, 이는 고유사무로 처리될 것이고, 그 판단에는 착오가 발생하
였기 때문에, 이는 민법상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Ⅲ. 신탁법상의 신인의무
신인의무란 주로 상법에서 쓰던 용어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주어지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나뉘어 말한다. 상법상의 신인의무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가지고 살피는 개념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신인의무
를 지게 된다. 민법 제61조에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
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64조에서는 대표자의 이익상반행위 등에 대해서
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신인의무 중에서 충실의무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신탁법에서는 제32조 이하에서 수탁자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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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관주의의무(제32조), 일반적 충실의무(제33조), 이익상반행위 부
작위의무(제34조), 공평의무(제35조), 이익향수행위 부작위의무(제36
조), 분별관리의무(제37조), 정보제공의무(제39조, 제40조), 자기집행의
무(제42조)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
무(이익 상반행위 부작위의무, 이익향수행위 부작위의무를 포함)를 검
토하고자 한다.

1. 신인의무의 개념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전술한 대로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상법
이나 신탁관계 등에서 나타난다. 신인의무에서 Fiduciary라고 하는 단어
의 의미를 살펴보면, 16세기말 경에 프랑스로부터 도입되었다. 영어의
어원인 라틴어의 fiducia이고, 이것은 fides, 즉 “성실”, “신뢰”로부터 파생
된 명사이다.24) 따라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것”,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상호신뢰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Fiduciary Duty란 일
반적으로 “신인의무25)”이지만, 신탁법상으로는 “수탁자 책임”이나, “신
임수탁의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의 신인의무를 살펴보면, 독일
법계에서는 이사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서 상법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사의 “충실의무
(duty of loyalty)”의 도입이 논의되게 되었다.

2. 수탁자의 주의의무
신탁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4) <https://en.wiktionary.org/wiki/fiducia>. 검색일 : 2017.7.7.
25) 이 신인의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어로서, 선관주의의무나
다른 용어를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에서 이 “신인의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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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탁이 위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수탁
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민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
하여 왔었다. 하지만 신탁법이 영미법의 개념에서 규정되고, 이는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는
위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위임과 동일한가 아닌
가의 설명이 아니라 신탁법의 취지를 생각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의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탁법 제32조에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신탁법의 제28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탁의 본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
분에서 그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되는 수탁자의 행위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행위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개정하게 되었다.26)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 등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7) 따라서 신탁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그자가 종사하는 직업, 그가 속한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서 민법상의 제374조, 제680조, 제681조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26) 김상용, 앞의 책, 277쪽.
2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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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볼 수 있고, 토지신탁계약 등에서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
의 지시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이러한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위탁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28)
이러한 주의의무의 적용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사무로 하는 행위, 즉
신탁재산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운용행위, 개발행위 및 그 밖의 신탁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서류열람 청구
또는 설명 요구에 대한 행위 등 신탁재산의 처분등과 관련되지 않은
신탁사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받는 유상수탁자 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수탁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
면, 신탁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로서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넘어 전문가적인 주의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는
신탁법 자체가 전문가적인 지식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위임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취지상 타인의 재산을
받아 전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의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주의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9)

3. 수탁자의 충실의무
1998년 개정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
2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29) 이중기, 앞의 책, 271-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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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사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법상 이러한 규정을 입법하
게 된 이유로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주주와 채권자에게는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만으로
는 만족하기 어렵게 되었다.30) 그리하여 충실의무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상법의 규정은 그 추상적인 내용으로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는 충실의무가 기존의 선관의무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가 부분명하고, 이에 대한 각 학설의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어떤 부분이 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있다. 신탁법
제32조에서는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국내의 학설과 판례,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충실의무의 규정을 도입하였다.31)
이러한 충실의무도입은 회사법상 이사의 행위 또한 신탁법과 같이
권리의 위임이 되는 부분 등을 통한다는 부분에서 그 도입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같다고 보여진다.
상법의 규정상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수임인은 항상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고, 주의의무에 관한 민법
의 규정과는 다른 효과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는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에서도 충분히 도출되는 결과라는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
한 주의의무는 정량화 된 것이 아닌 기업의 종류, 규모, 기타 상황 등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라는 부분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32)
반면, 이사의 회사법상의 지위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위임과는 그 성
질이 다르고, 비록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위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일반사법상의
30)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318쪽.
31) 변강림, 개정신탁법실무, 백영사, 2013, 113쪽.
32)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16, 8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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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임인의 지위와는 다르고 민법상 위임의 법률관계로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서는 무보수가
원칙이나 상법의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보수의 수임인이 개인적
인 사항에 관하여 위임인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수
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회사경영
과 관련하여 강력한 수권을 받은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만을 더 우선시켜
야 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회사에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관
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주의의무가 발생되나, 만일 이해관계가 충돌
되는 경우 충실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주의 의무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지
만, 충실의무는 자기거래 등을 비롯한 이사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탁법 제33조에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충실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수탁자는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신탁법에서는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었고, 신
탁재산과의 거래금지(구 신탁법 제31조),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행유
금지(구 신탁법 제29조)를 두어, 여기서 구 신탁법 제29조와 제31조가
충실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았다. 판례에서도 “수탁자의 충실의
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
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신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33)고
3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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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탁법상의 충실의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위
탁할 때 수탁자이 충실의무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도 있고,
따라서 신탁행위로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경감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타탕하고, 수탁자로부터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수익자들
이 해당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도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34)

Ⅳ. 신인의무의 위반 행위
1.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
신탁법 제32조에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수탁자는 본래 신탁재산의 명의자로
서 신탁재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러한 신탁은 민법상의
위임, 도급, 대리 등과 구별된다. 하지만 수탁자가 이러한 신탁재산의
명의자로 되었다고 하여도 이 신탁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을 해야 하고,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목적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러한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에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는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것
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법상의 의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임상의
선관주의의무는 관리자의 개인적⋅구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거래상 일
34)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한국
상사판례학회, 2009,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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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요구 한다고 할 수
있다.35)
판례도 이러한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신탁법 제28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
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36)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탁자를 전제로 하는 신탁은 평균적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함에 있어 베풀어야 할 주의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주의이므로, 수탁자가 되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점과 일회적 사무를
전제로 하는 위임과 달리 신탁은 장기간 존속하는 관계라는 점 등에서,
수탁자의 주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37) 이는 수탁자에게 보다 높은 주의기준, 즉 신탁자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정도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준수하도록이라는 점을 요구한다면, 결국 수탁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을 위해 행위하는 전문가가
베풀어야 할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거나 은행 및 신탁회사와 같은 전문
수탁자 혹은 법인수탁자는 자연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져야

35) 문형배,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판례연구19, 부산판례연
구회, 2008, 155쪽.
36)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3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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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다.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의 입법취지등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만법상 위임의 선관주의의무에 비하여 중한
주의의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중한 주의를 요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38)
신탁업자가 자신의 일에 행하는 주의는 실제 보유하는 전문지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신탁 사무에 대하여 베푸는 주의의무도 높아지게 되며, 또한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신탁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겠다는 서비스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
서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할 수준이 될 것이다.39)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 그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40)수익자 등은 신탁법의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41)는 원상회복의 형태로,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반환의무 중 하나
만을 택일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정도의
38) 윤태영,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544쪽.
39) 이중기, 앞의 책, 271-272쪽.
40) 민법상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의무란 원물반환의무과
가액반환의무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물반환의무란
목적물의 상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상태 그대로의 점유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상태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의무나 가액반환의무와 함께 채권양도통지
의무, 철거의무, 수거의무, 분묘굴이의무, 원상복구의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태기정, “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법학논고 제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16-417쪽.
4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7. 14. 선고 2009가합189(본소), 2010가합(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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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훼손에 이르지 않은 목적물의 상태변경이나 일부 멸실, 훼손의
경우도 거래현실에서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하나의 형태로만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원물반환의무
와 함께 가액반환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42) 그러
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신탁법상의 제75조의 취소권에 대해서는 그 신탁
의 목적이 어떠냐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탁의 목적은 그
근본적인 성격이나 성질로 결정되는 것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처분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주의의무는 수탁자
의 권한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가지는 수탁자가 부당하게 저가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수탁자의 행위는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나,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해하여는 법 제75조의 취소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는 수탁자의 행위가 권한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난 권한 외의 행위
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에 지나지 않고 이를
취소권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신탁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하면 이는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43)

2.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신탁법에서 충실의무는 제3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 신탁법
의 경우에 같이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결국 충실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효력에
4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43) 광장신탁법연구회, 앞의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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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탁법 제34조에서는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수익자의 이익과 수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충실의무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수익자의 이익과 수탁자의 이익이 충돌하
여,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유인
할 수 있고, 소위 ‘자기거래’와 그 이외의 이익상반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에서도 직접적인 자기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충실
의무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44)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
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항의 제2호에서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직접적 자기거래만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수익자의 이익과 다른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동일
한 수탁자가 지배하는 복수의 신탁 간의 거래는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
리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에서 복수의 다른 신탁에서 수익자간의 이익상
반의 문제이고 이는 충실의무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다.45) 신탁자가 보
수의 신탁을 수탁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가 일방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타방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충실의무위반의 문제가 되고,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수탁자는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익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
을 희생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44) 이중기, 앞의 책, 284쪽.
45)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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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자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귀책사유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위하여 제3자와 거래하는 경우 항상 수익자와
제3자의 이익이 추상적으로 대립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제3자와
의 거래를 전부 충실의무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사정이 있
어야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탁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탁재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75조 제1항의 취소권으로
서 신탁사무로서 한 법률행위가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신탁목
적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익자는 제3자나 그 전득자가 수
탁자의 위반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실의무의 위반으로 살펴 볼 것은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이
다. 이는 수탁자의 원상회복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원상회복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은 그 책임의 인정근거를 신탁재산에 대한 손해
발생이나 신탁재산의 변경에서 찾으나, 이는 그 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
실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 실질적인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①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이득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즉, 충실의무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신탁재산
의 무단이용 등에 의한 이득은 신탁재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익의 귀속에 그 근거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탁자의 충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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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위반행위로 수탁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득반환책
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탁자에게 제3자가 얻은 이익까
지도 반환하도록 하는 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이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제3자가 형성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 때에는 구상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제3자가 선의 등으로 부당하지 않게 취득한
이득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상 법리로 설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46)

Ⅴ. 결 론
신인의무에서 주의의무 부분은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사한 개
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신인의무 자체를 선관주의의무와 같이 보는
견해도 과거 존재하였으나, 이는 영미법상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과거
의 학설이나 판례 등에서 그 개념에 다르다는 점을 점점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서 주의의무와 함께 충실의무개념을 나뉘어 생각
함으로서 영미법상의 신인의무라는 개념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다. 즉 주의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부분으
로 이러한 개념에서 민법의 선관주의의무와 동일시 되고 있고, 이는
과실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성실
히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충실의무는 이익상반행위나 경업금지의 원칙등과 같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
이외에 자신의 사유재산 등으로 인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46) 법무부, 신탁법해설, 도서출판 동강, 2012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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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또는 관계된 이익발생행위 등으로 이익의 충돌이나 우선순위
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 취하는 행위는 신탁재산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 관리해주
는 대상을 신뢰하여 맡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자기 재산이라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이익일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관리⋅처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신탁재산과 수탁자 자신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
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 재산이었다면 발생할 리가 없는 이익충돌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신뢰하여 맡긴 수탁재산을 우선하여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신탁법은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상당한 권리를 가
지게 된다. 그간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으로만 인정되던 충실의무를 명
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위반행위
이외에 행위에 대하여도 충실의무를 적용할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
고,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다.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무효라는 법적효과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43조를 통하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업행위나 기회유용
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정보를 원상회복한
다는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수
단으로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또는 제43조 제3항에서 수탁자나 제3자가 취득
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36조의 경우에 수탁자가 수익자 중의 1인일 경우에는 이익향
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합법적
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불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방지를 위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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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Abstract]

A Study on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under Trust Act
Chyun, Won-Do*

47)

The trust is based on a trust relationship, and such a trust relationship
is similar to a delegation in civil law in terms of entrusting a certain act
or office work, and is similar to the bestowal or burden donation in terms
of it is used for a specified purpose while granting property.
However, the trust in the Anglo-American law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civil law, and also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in terms of the concept
of the duty of care and loyalty obligation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authority of the trustee who has acted
beyond that authority and the obligation that the trustee shall bea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rustee has limited its authority in the trust giving broad
authority to the truste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bligation of duty of cognition in the civil
law, duty of carelessness of the newcomer, duty of loyalty and faithfulness.
These differences have been recognized only in the theory and the precedent.
The revised Trust Act makes it necessary to stipulate a duty of loyalty
separately from the state’s obligation.
* Researcher,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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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a breach of such obligation so that any damage or alteration
of the trust property occurs due tothe obligations of the trustee, the trustee
may demand restitution of the trust property 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is a system that can claim the damage if there is any reason that it
is not enough to restore the original, or if there is any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original. Also, there is a regulation that can cancel
the beneficiary with a cancellation right.
[Key Words] rights of the trustee, permission restrictions of the trustee,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