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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정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

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회계감사인을 상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일이 최근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다. 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

법이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

우 대개 청구액이 매우 크고, 그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도 주요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피

해자가 아닌 회계감사인이 부담하고 있어 회계감사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

로 하는 청구 외에도, 판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

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전환하고 있다. 판례가 민

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경우의 법리 구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법원이 일관되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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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권 경합의 관계로 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조항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규정보다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민법

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판

례의 태도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나 확립된 법리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이 판례를 두고 미국 증권법상의 시장사기이론을 

반영한 것이라 분석해 왔다. 그런데 시장사기이론은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많은 이론이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시장사기이론이 

약화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어 기존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질적으로는 회계감사인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 그

리고 회계감사인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는 달리 과실

로 인해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2차적 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에게 법률상 명백히 규정된 것 이

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

호를 위하여 규정된 특별법상의 법률 조항들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필요하다. 

  한편 판례는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독특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전개하여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상당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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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다. 신의칙이나 형평의 이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 이

유는, 분식회계의 주체인 피감사회사와 회계감사인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으

로 무자력 상태인 피감사회사 대신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약한 2차

적 책임자인 회계감사인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

과를 피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된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에 비례책임제가 도입되어 회계감사인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서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회계감사인이 정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책

임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 규정

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 비례책임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될 수 없고 법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제한의 법리는 여

전히 실효성을 갖고 있다. 비례책임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비례책임제와 책임제한 법리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태

도 역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례의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감사인, 회계감사인, 외부감사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의 책임제한, 청구권 경합, 외감법, 시장사기이론, 비례책임제

학  번 : 2007-21539





- 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범위 ························································································· 4

제 2 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7

  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별 ·························································· 7

  나. 제125조 – 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8

   1) 제125조 제1항의 내용  ······························································· 8

   2) 성립요건 ····························································································· 9

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 9

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 누락 ···· 10

다) 증권취득자의 손해 ····································································· 10

라) 인과관계 ······················································································· 14

 (1) 개관 ····························································································· 14

 (2) 거래인과관계 ············································································· 14

 (3) 손해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추정 ············································· 18



- vi -

   3)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18

가) 개관 ······························································································· 19

나) 제3호: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 19

 (1) 긍정하는 판례 ··········································································· 20

 (2) 부정하는 판례 ··········································································· 23

 (3) 소결 ····························································································· 25

다) 제4호: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

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28

라) 보론 – 공인회계사(회계감사인)와 기타 전문가의 책임 ···· 30

   4) 면책항변 ··························································································· 32

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항변 ······· 32

나) 악의의 증권취득자라는 항변 ··················································· 34

   5) 제척기간 ··························································································· 35

  다. 제162조 - 유통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37

   1) 제162조 제1항의 내용 ································································· 37

   2)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별도 규정 ··············· 38

   3)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외 ··················································· 40

  라. 제170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43

   1) 제170조의 내용 ············································································· 43



- vii -

   2) 유통시장에서 회계감사인의 책임: 외감법 제17조의 준용 ····· 43

   3)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특징 ······················································· 45

   4) 자본시장법 제170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47

가) 선의의 투자자와 증명책임 ······················································· 47

나) 인과관계 ······················································································· 48

다) 손해액의 추정 및 손해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 51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2

  가. 개관 ··································································································· 52

  나. 외감법 제17조 –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56

   1) 외감법 제17조의 내용 ·································································· 56

   2) 제17조 제1항 –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59

   3) 제17조 제2항 –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62

가) 개관 ······························································································· 62

나) 성립요건 ······················································································· 63

 (1)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누락 또는 거짓기재 ························· 63

 (2)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 ········································· 65

 (3) 손해의 발생과 손해인과관계 ················································· 67

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67

라) 제17조 제7항 – 면책항변과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 69

   4) 제17조 제4, 5, 6항 – 연대책임의 원칙과 비례책임의 신설 ····· 72



- viii -

   5) 제척기간 ··························································································· 73

  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의 차이점 ··················· 75

 3. 민법 ······································································································· 77

  가. 개관 ··································································································· 77

  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의 문제 ······························································································ 78

   1) 성립요건 ··························································································· 78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78

나) 가해행위의 위법성 ····································································· 79

다) 손해의 발생 ················································································· 79

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80

   2)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81

  다. 소멸시효 ··························································································· 87

 4. 자본시장법, 외감법, 민법의 관계 ··················································· 89

  가. 개관 ··································································································· 89

  나.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의 관계 ······················································· 90

  다.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과, 민법의 관계 ·································· 91

   1) 자본시장법 제170조 및 외감법 제17조의 성격 ····················· 91

   2) 판례의 태도 ····················································································· 93

   3) 견해의 대립 ····················································································· 95

   4) 소결 ··································································································· 97



- ix -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98

제 3 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03

 1. 민법상 손해액 산정의 일반적 기준과 부실공시로 인한 증권취득

자의 손해액 ······················································································· 103

 2. 자본시장법상의 손해액 추정 ························································· 109

  가. 손해액의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 109

  나. 유통시장에서 증권의 특정과 손해액의 산정방법 ················· 113

 3. 민법 및 외감법상 손해액 산정 ····················································· 115

제 4 장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118

 1. 개관 ····································································································· 118

 2. 판례의 책임제한의 법리 ································································· 120

 3. 법률상 책임 제한 ············································································· 125

  가. 비례책임제의 도입 ······································································· 126

  나. 비례책임제의 내용 ······································································· 127

  다. 책임제한 법리와의 관계 및 비례책임조항의 해석 ··············· 130

 4. 계약상 책임 제한 ············································································· 132

  가. 감사계약서상의 책임제한 규정 ················································· 132

  나. 관련 판례 ······················································································· 133

  다.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36

  라. 계약상 책임 제한의 한계 ··························································· 139

제 5 장  결  론 ······················································································ 142



- x -

참고문헌 ···································································································· 146

Abstract ···································································································· 150





- 1 -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이 대

상 기업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담당한 대형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사

태, 동양그룹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부

터인지 잊을만하면 기업의 회계부정을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그 

기업의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투자

자 소송이 기사에 오르내리곤 했다. 

  한편으로는 ELS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최

근 대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은행

을 상대로 한 신청이었으나 1심과 2심의 불허가결정을 파기하고 증

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함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

를 확장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

정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2005년 시행 후 현재까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열 건 남짓에 그치는 등 그 이용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

송 허가신청을 인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증

권관련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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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투자자들의 소송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

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및 제170조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 즉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으

나 그 전제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앞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의 제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감사인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

는 점은 자명하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한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투자대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소송을 광범위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수백 명

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감사인을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앞으

로는 감사인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데 

반면 감사업무와 감사인의 본질적 성격 및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

추어 볼 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

다 많은 법률적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지금보다 더 정치하고 심도 깊

은 논의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투자자 소송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자행한 회사보다는 

자력이 충분한 당사자, 특히 회계법인(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시도하는 일이 잦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이자 재무제표를 분식한 주체인 대상 회사(피감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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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분식사실 공표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등 사실상 무자력이 되

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회계법인

을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무제

표 등 회사의 정보가 허위기재되어 공시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

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여럿인 경우 그 책

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실제로 자신

들이 입은 손해액을 전액 전보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력이 충분한 

상대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투자자들이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이 있다. 기존에는 이 법률

들에서 회계감사인에게 피감사회사의 임원 등 다른 책임 주체들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그렇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회계

감사인을 주요 상대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아니며, 감사업무

의 본질상 이차적인 과실책임자에 불과하므로 감사인에게 연대책임

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주장되었고, 최

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비례책임제가 도입되었다. 감사인의 책임 제한

과 관련하여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비례책임제가 실제 사례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비례책임제가 없던 구법하에서 판례가 취해온 책임제한의 논리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리고 비례책임제만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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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투자자

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의 근거가 되

는 법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이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특

별법상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그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감사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

여 특별법상 비례책임제 외에 판례가 취해온 일반 책임제한의 논리

가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첫째, 회사의 분식회계가 문제된 경우 투자자의 회

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 근거, 즉 그 책임의 발생 원

인이 되는 법률 조항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현행법 및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그

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그들간의 관계

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규정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 법률조항들을 적절히 해

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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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척기간 도

과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임의 성립요건 역시 위 특별법들과 민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상 

투자자들이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

우 거의 모든 사건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법

원 역시 오래 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책임을 청구권 경합의 관계로 보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한다. 다만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룰 때와는 달리 증

명책임, 손해액 산정 및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다소 특

이한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단기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감사인

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례를 통해 취해온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학문적 및 실무적 관점 모두에

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민

법상의 손해액 산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셋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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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적용하여 온 독특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검토하고, 회계감

사인의 책임 제한 필요성을 전제로 그 제한의 방법을 법률상의 제

한과 계약상의 제한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법률상의 제

한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비례책임제도 한 축을 이

룬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으

나, 기존에 판례가 취해온 감사인에 대한 특수한 책임제한의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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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하며, 

이 절(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법명을 기재하지 

않은 조문은 자본시장법을 의미한다)은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이라는 표제 하에 증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규

율하고 있다. 발행시장이란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가 처음으

로 취득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

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1)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유통시장의 경우보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을 유통시장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

며, 이 점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준별의 실익이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 또는 

“감사인”이라 지칭한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자본시장법

은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즉, 발행시장

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은 제1장 ‘증권신고서’ 하의 제125조가, 유

1) 김건식·정순섭, 새로 쓴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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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

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

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

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

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

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

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통시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하의 제162조 및 제4장 ‘장외거래 등’ 하의 제170조가 규율하고 있

다.2) 

나. 제125조 – 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1) 제125조 제1항의 내용  

2) 기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제115조(신탁업자의

신탁재산 대한 감사 관련 손해배상책임) 및 제241조(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증권 발행 및 유통

과 관련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이고, 그러한 논의는 제115조나 제241조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125조, 제162조 및 제170조를 중심으

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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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

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

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2) 성립요건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

서에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하거나 기재 누락이 있고 

③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으며 ④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

다. 

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란 발행인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제119조, 제123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5조, 제131조). 이때 

기재되어야 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이 포함되고(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라목),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는 대체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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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3) 제2-6조 제8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 등).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 회계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보고서 내지 감사의견이 사용되는 것이다.

 

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 누락

  자본시장법상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

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한다(제47조 제3항). 판례는 이에 대해 “당해 법인의 재산·경

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4) 실제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

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있다.  

다) 증권취득자의 손해

3) 금융위원회 고시.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참조).

4)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1374 판결. 이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판례이나 자본

시장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6.9. 선고 2010노3160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8.26. 선고 2011노183 판결 등(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

사, 2015, 4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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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취득자를 발행시장에서의 

취득자로 한정할지,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지

에 대해 논의가 있다. 생각건대, 아래 판례의 태도와 같이 자본시장

법의 취지와 구조 및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

득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에도 유통시장에서의 증권취득자가 구 증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

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4

조(현행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왔다. 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

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

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

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

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

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

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5) 

  구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6) 즉 구 증권거래법에서처럼 유통공시 

5) 대법원 2002.5.14. 선고 99다48979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6)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8-239면;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5, 437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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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경우(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발행공시 위반을 규율하

는 규정(동법 제14조)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공시 위반의 경

우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라는 자족적인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증

권의 취득자’만을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제125조와 구별하

며, 제125조의 책임주체에 발행시장에만 관계하는 매출인이나 인수

인, 주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7)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유통시장 취득자에게 제125조가 적용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① 자본시장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

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자본

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

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

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③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게 되고,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위와 같이 작

성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점, ④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의 발행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⑤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허위공

조.

7)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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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162조 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입법의 공백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

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의 취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적

용 당시의 판례를 원용하면서 제125조의 증권취득자에는 유통시장

에서의 증권취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8)9)

  다만 최초 취득자로부터 직접 장외에서 증권을 전득한 자는 부실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최초 취득자와 차별할 합리

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제125조의 증권취득자에 포함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가 있다.10) 최근 판례도 발행시장에서의 증권 취득자로

부터 증권을 전득한 자라 하더라도, 유통시장이 아닌 장외거래를 통

해 위 증권을 전득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행시장에

서의 증권취득자라 보아 제125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11) 

8) 서울고등법원 2014.3.21. 선고 2013나201727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등.

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및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92336 판결이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인

정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으나(임재연, 앞의 책, 436면), 이 판례는 유통시장에

서의 증권취득자가 ‘사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의 거짓 공시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8면 및 서울고등법원 2014.3.21. 선고 2013나2017276 판결 참조).

10)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7면.

11) 서울고등법원 2015.2.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발행시장 취득자로부터 장외

거래를 통해 증권을 전득하였고, 그 증권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및 거래가액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발행시장 취득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유통시장의 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를 통해 위 증권을 전득한 자로서, 증권의 발행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발행



- 14 -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126조에서 별도의 추정규

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라) 인과관계

(1) 개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문

제는 종래 ‘거래인과관계(transaction causation)’와 ‘손해인과관계

(loss causation)’로 나누어 설명되어 왔다. ‘거래인과관계’란 투자자

가 거래를 한 것이 부실공시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를, ‘손해인과관

계’란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부실공시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

제를 의미한다.12) 

(2) 거래인과관계

  거래인과관계는 취득자가 부실공시서류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13) 제125조 제1항에서는 

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증권을 구입하였고, 발행 후 전득시까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및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위

와 같은 발행시장 전득자 역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 ‘증권의 취득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은 “유통시장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을 자본시

장법 제162조, 제170조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유사사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1가합59075 판결에서도 동일한 내용

의 판시가 있었다.

12)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2면; 임재연, 앞의 책, 468-474면 참조.

13) 임재연, 앞의 책,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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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인과관계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14), 이 문언만으로 손해인과관계가 아닌 

거래인과관계가 성립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

는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취득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거래인과

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규정하지 않으므로15) 취득자는 증권

신고서를 보고 그 내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16) 그러나 거래

인과관계도 본조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17)

  증권취득자가 부실공시된 증권신고서를 보고 이를 신뢰하여 증권

을 취득한 경우라면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문

제는 증권취득자가 부실공시된 증권신고서를 보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더욱이 법문상으로는 증권취득자가 거래인과관

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증권취득자가 스

스로 증권신고서를 보고 투자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

도 없지 않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말 그대로 일반에 

14)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3면 참조.

15) 김화진,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이론의 재조명-미국 판례동향의 시사점-”, 저

스티스 통권 제144호(2014.10.), 한국법학원, 209면에서는, “미국에서 확립된 시장

사기이론의 영향으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에서는 거래인과관계의 요건

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인과관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16)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 그룹, 2011, 448면(임재연, 앞의 책, 468면에서 재

인용).

17)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2-244면; 임재연, 앞의 책, 469-4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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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는 ‘공시서류’들로서(제123조18), 제129조19) 참조) 거래인과

관계는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 증권취득자가 직접 증권신

고서를 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하거나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정보는 부실공시된 

18)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

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

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

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

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

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

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19)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

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 일반적인 견해로, 이른바 시장사기이론(fraud-on-the-market theory)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강관사건(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

결)에서는 판례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하면서도 거

래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논

란이 된 바 있다. 이 역시 미국의 시장사기이론에 근거한 판단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 증권법 관련 판례에서 발전한 시장사기이론을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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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근거한 것이므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부실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가 영향을 미

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21) 또한 이렇게 보아야 투

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 및 제125조 제1항 단서

의 면책사유인 악의의 증권취득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손해

배상의무자에게 지우는 판례의 태도22)와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증권취득자가 증권신고서를 

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거래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

상책임을 부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실무적으로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으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투자자가 반드시 공시서류를 보고 투자결정

을 해야 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자는 증권취득자가 직접 증권신고서를 보지 않

았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고,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의 부실기재를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23)24)

21) 시장사기이론에 의하면 보통의 투자자는 증권의 가격이 회사에 대한 공개된 모

든 중요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격의 정직성’에 의존하여 증권을 취득하고 처

분한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

하였다면 그 투자자는 부실표시를 포함한 모든 중요정보에 의존하였다는 사실

이 추정된다(이상 김화진, 앞의 논문, 214면).

22)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23)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3-244면; 임재연, 앞의 책, 471면 참조.

24) 조상규,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

고”, 동아법학 제55호, 2012, 307-308면에서는 악의의 항변과 거래인과관계는 구

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판례도 부실공시사실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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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추정

  손해인과관계란 부실공시로 인해 증권취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제126조 제1항은 투자자 보호의 취지에서 

손해액 추정규정을 두고, 동조 제2항은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

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이른바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다.25)26) 자세한 내용

에 대하여는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에서 검토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않은 투자자가 특정 주식회사에 대해 독자적 실사 후 이를 토대로 주가상승을

예측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은 아니

라고 보아, 주식인수와 감사보고서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29. 선고 2008가합34465 판결). 그런데 거래인과

관계를 논함에 있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증권취득자의 악의까지 증명할 것을 요

한다는 견해는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될 수 있

는지’를 논하는 특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악의의 항변과 거래인과관계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판례처럼 투자자가 공시서류

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거래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참조.

26) 판례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의 규정을 근거로, 주

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

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자본

시장법 제126조 제2항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대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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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관

  제1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는 본조에 기한 손해배상의

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는 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발행인을 의미한다.27))과 그 이사 및 상법상의 

업무집행관여자로서, 증권을 발행한 회사측의 책임자이다. 제5호는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제6호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제7호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의 발행에 관여한 자들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의 자들은 감사인과는 무관하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특히 제3호와 제4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재되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므로 회계감사인 역시 직·

간접적으로 증권의 발행에 관여한 자라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회계감사인에게 발행시장에서의 제12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시키려면,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본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제3호: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

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27)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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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

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8)”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문언상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29)이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권신고서에는 발행회

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재되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

의견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고 그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감사인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감사의견이 표기된 감사보고서의 발행은 증권신고서에 그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한 판례의 태도는 엇갈리고 있다. 

(1) 긍정하는 판례

  최근 하급심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제3호에 해당

한다고 긍정한 사례가 있다.30) 자신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2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

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나 회

계법인이 수행한다(외감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그 소속단

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도 포함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이 사건은 싱가폴에 원

주를 두고 한국에 2차상장된 중국고섬의 KDR(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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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자’가 아니라

는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

항 제3호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의 의미는 반드

시 객관적으로 진실하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의

견표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

대되는 조사를 한 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표명도 포함한다”고 설시하였

다. 그 근거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동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법인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는 점,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

락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기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든다. 

  이어서 법원은, “피고 회계법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연결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

그 KDR의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 폐지되어 손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이 주관사인 증권회사들과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발행

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해당 회계

법인이 제1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았으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책임에서 면책되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

계에 비추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이 사건 회계법인이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외감법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외감법에 근

거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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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감사를 실시하여, ‘연결재무제표가 회계기간

의 경영성과 그리고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중요성의 관

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것에 포함된다”고 보았다.31)32)

31) 그러나 이 판례는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피고 회계법인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재무

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

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주

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어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

하는 검토를 실시하여, ‘연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의

IAS 34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

였’고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의견

을 표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32) 한편 이 판례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위 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구 증권거래법 조항(주: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포함됨

을 전제로 한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등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다. 특히 2006두11590 판

결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

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두 참조판례에서 대상이 된 구 증권거래법(각 2003. 12. 31. 법률 제

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은,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어, ‘증명하여 서명한’이라고 규정된 현재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을,

첨부서류로 들어간 감사보고서에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지는 않고) ‘서

명한’ 것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감사보고서라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

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판결들을 현행법상으로

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

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위 2011가합18490 판결은 이러한 의문을 배척하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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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문구는 표준화된 것으로, 위 판

례의 태도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

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제1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

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부정하는 판례

  반면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

다 해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

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계

법인을 제1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33) 주요 근거는, ①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는 증권신고

서에 첨부될 것을 직접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가 아니고, ② 자본

시장법 제119조 제7항,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의 가, 하목, 제5의 각 목의 

내용에 의하면, 무보증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감사보

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나, 위 규정에서 지분증권을 발행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2.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두 판결은 같은 사건의 1, 2심 판결로, 부산2저축은행

의 분식회계로 인해 후순위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부산2저축은행의 임직원, 외부감사인인 회계법

인과 그 대표자, 모집위탁을 받은 증권회사, 신용평가업무를 맡은 신용평가회사

들, 후순위사채를 판매한 계역 저축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본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자본시장법 제125

조의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1가합59075 판결(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 관한 사건으로 내용은 위

의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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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첨부해야 될 서류로 그와 별도로 주권 상장 시 발행회사

의 재무상황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규정하고 있

는 반면, 무보증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감사인

의 확인서 등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③ 해당 사건 후순위사채

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는 피고 회계법

인의 감사 또는 검토 기준일 당시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순

위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 확인

을 했다는 취지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④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는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호와 

유사하게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자(제3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

해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를 손해배상책임자로 규정하

고 있으면서도,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의 첨부서

류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권신고서에 피고 회계

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거기

에 피고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4호의 

‘증권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피고 회계법인의 평가․분석․확인 의

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피고 회계법인이 동의하고 확인’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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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위 판결의 항소심 판결34)은 “감사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될 것을 직접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위 각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피고 회계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어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도 추가적으로 설

시하며35)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3) 소결

34) 서울고등법원 2015.2.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35)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공시

서류가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

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으로서, 그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장(전자문서에 의한 신

고)이다.

위 근거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중 공

인회계사 등 제출인 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하여 작

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

인한 것으로 본다(위 시행세칙 제23조, 제17조 제1항, 제2항). 한편 작성인이 전

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

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

자적 정보)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 진행한다(동 시행세칙 제23

조, 제18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다(동 시

행세칙 제19조 제1항 참조). 실무상 이러한 프로그램과 절차에 따라 문서가 생

성되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며 문서 정보에 인증서상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

게 되어 있어 작성자와 작성일자 등을 볼 수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본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사보고서와 검토

보고서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각 서류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법인 인감의 날

인 등이 없어 해당 회계법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

된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라면 실제로는 위 전자문서의 제출과정을 거쳤을 것이

므로 전자서명이 된 문서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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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는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작성자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

게 그 전문성에 대한 일반인(투자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

여 발행시장에서의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취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감사보고

서’의 경우, 발행시장에서의 중요 공시서류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

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외감법 

등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지 증권신고

서의 첨부서류로 추가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회

계감사를 비롯한 회계법인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단순한 계산 작업이 아니라 구

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등 특정한 업

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결과물을 그 업무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의 본질적 특성상 업무의 수행 목적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목적범위 외로 결과물이 사용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확대된 위험

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대개 발행인의 서류거

나 발행인과 증권발행 관련자의 계약서이고, 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

가가 개입되는 경우는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외에는, 회계감사인

의 확인서,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무보증사채권에 대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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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 사본,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들은 모두 증권발행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있음을 전

제로 증권신고서에 자신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투자자들에게 공시된

다는 점을 알고 수행되는 업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 반복하지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피감사회사의 증권발행이라는 

특수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외감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

로 작성되어 공시되어 있는 서류이다. 이 점에서 감사인의 감사보고

서와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서나 평가서를 동일선상에서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

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어 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36)하는 것과 

별개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

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라 보아 그 피감사회사의 증권발행

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적으로 부담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37) 

  그러나 증권발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회계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36) 근거는 외감법 제17조, 민법 제750조 등이 될 것이다.

37) 한편, 회계법인이 반기재무제표나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

고 증권신고서에 그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었더라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

인은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참

조.

참고로 ‘검토’는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의하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목적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목적과

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검토에서는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에 대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

지는 않는다. 또한 감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모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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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

우 첨부해야 될 서류에는 감사보고서 외에도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을 적

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의 서

류’가 요구되는바(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

항 제1호 하목)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38), 또는 증권발행을 

위한 증권분석기관으로 선임되어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평가의견

서를 작성한 경우(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9호 가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

항 제3호)39) 등을 들 수 있다. 

다) 제4호: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

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2003년 자본시장법 개정시에 특별히 책임주체로 추가된 자들

로40), 이 경우는 자신의 평가나 분석, 확인 의견이 증권신고서에 기

재되거나 첨부서류가 되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 및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의무자로 규정하여도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

38) 이 경우는 후술하는 제125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할 것이다.

39) 2010.1.28. 선고 2007나16007 판결에서 증권분석기관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인정된 것이다.

40)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4면



- 29 -

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

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

사는 대표적으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제3호에서 첨예하게 쟁점이 되었던 감사보고서만을 발행한 감사

인은, 예컨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발행회사의 재무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행된 경우41) 등과는 달리,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

상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회계

법인을 상대로 제12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이 제3호 또는 제4호 어딘가에는 해당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연히 제3호와 제4호 모두를 청구원인으

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2) 아직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부분이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

다. 제162조에서처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3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생각건대 회계감사인은, 증권발행

시 확인서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본시장법 제119

조 제7항,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하목)에는 제4호에 따른 책임

41)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하목 참조.

42)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4면에서도 ‘제4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대부분 제3호

에서 열거한 자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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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17조, 민법 제

750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면 족하다. 

라) 보론 – 공인회계사(회계감사인)와 기타 전문가의 책임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3) 판

례도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신고

서 및 그에 관련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관련자

들에게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보다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게 함으로써 그 정보를 믿고 참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는 것을 전제로, “증권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전문가

들은 발행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되고, 이를 각

자가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조사(검증)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4)

  그런데 판례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발행회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 영역이 서로 다르고(회계

감사인의 경우 회계처리 부분,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증권의 수익성

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업자의 경우 증권의 신용상태 평

가), 전문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평가할 전문적인 능력이나 여

43) 제1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

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증권발행시장의 전문

가라 볼 수 있는 인수인(주로 증권회사)은 동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1가합59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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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조사․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오류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정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것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전

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전문가

의 의견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한 발행회사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평가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국 전문적

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어 설시한다. 물론 타당

한 내용이지만, 위의 내용은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상의 재

무제표를 신뢰한 인수인인 증권회사와 해당 사채권에 대한 평가의

견을 작성한 신용평가사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이다. 이 논리

에 따르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

게 분식회계 되었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적정의견을 낸 

감사인만 제12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감사인의 감

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면책되기가 

쉽다.45) 결국 회계감사인은 다른 전문가에 비하여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단체인 회계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낮은 감사보수46)와 열악한 감사환경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45) 신용평가사의 면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투자은행이나 회계법인은 거액을 물어준 적이 있지만 신용평가사는 한 번도 소

송에 진 적도, 돈을 물어준 적도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8733800

(2015. 9. 24. 중앙일보) 참조.

4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9/20140930234648.html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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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정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4) 면책항변

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항변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제125조 제1항 단서). 

이 내용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제125조 손해배상책임

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행시장에서의 투

자자 보호를 위한 본조의 취지가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

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

락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

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47)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은 결국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

조세일보) 참조: 2013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약 228조원으로 미국 GE의 1.6배

에 달한다. 반면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37억원에 그쳐 매출액 대비

표준화 후 비교해도 GE의 2~3%에 불과하다. GE가 삼성전자에 비해 약 23배의

감사보수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은 한국

의 1~3배이다. 2012년 기준 감사보수는 상장기업 한 곳당 일본 4억6000만원, 한

국 1억1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회계감사보수가 10년 전보다도 감소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http://www.fnnews.com/news/201501201742543841 (2015. 1. 20. 파이낸셜 뉴스)

참조.

47)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 판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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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기준과 그 적용지침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외감법 제5조는 

제1항에서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

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

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기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

이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48)

  한편, 외감법에 따른 감사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회계감사기준과 

그 적용지침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며, 반기재무제표의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재무제표의 검토

와 관련하여 마련된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이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

다.49)

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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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감법이 규정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

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인은 외부감사 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

한 재량권을 가진다.50) 

나) 악의의 증권취득자라는 항변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

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

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25조 제1항 단서). 법문상 악의의 취

득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나, 제125조가 투자자의 구제를 위한 특칙이라는 점, 증명

책임 분배의 일반이론에 따르더라도 권리장애규정인 단서규정은 이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

상의무자가 증권취득자의 악의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51)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52)

  증권취득자가 부실기재 사실을 알고도 증권을 취득하였다면 거래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 이 판결은 피고 회계법

인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나5376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76253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51)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2면.

52)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에

해당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와 관련,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

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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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이므로 제125조 제1항에 열거된 자들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본조는 이를 명문화하고, 민

법상 불법행위의 원칙과는 달리 피해자가 아닌 불법행위자가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5) 제척기간

  자본시장법은 제127조에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이라는 표제 하에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인지 소멸시효기

간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척기

간으로 보고 있으며53) 판례의 태도 역시 같다.54)

  한편, 위 제척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단기이다. 민

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55) 이 때 3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

간이라는 데에는 이설이 없고, ‘안 날’의 기산점은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인식한 때로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뿐 아니라 가해

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식한 때이다.56) 특히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가해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53)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8면.

54)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5) 민법 제766조.

5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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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하며57), 이는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를 의미한

다.58) 

  그런데 자본시장법상의 제척기간 중 ‘안 날’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

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

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59)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증권취득자가 실제로 부실공시 사실을 안 날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비해서도 워낙 단기의 제척기간(1년)이

므로 기산점의 해석기준을 완화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일관된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 실무적으로도 제척기간 도과로 자본시장법상의 청구가 부적법하

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자본

57)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58)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1592 판결.

59)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가 준용하

던 동법 제14조(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제16조(자

본시장법 제127조에 해당)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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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

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

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

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

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시장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분식회계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일이 인식시점을 판단하기보다

는 일반인이 인식한 시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125조는 손해배상책임

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등 증권발행에 

관여한 자들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

므로 이러한 특수한 법정책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점, 제

125조상의 책임 외에도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역시 경합적으

로 인정된다는 점(이 경우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에 

비추어 균형을 이룬 적절한 해석이라 본다.  

다. 제162조 – 유통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1) 제162조 제1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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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

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2)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별도 규정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모습은 제125조에서의 그

것과 비슷하다. 유통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등 발행시

의 공시서류가 사업보고서 등60)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서류로 대체되

60)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사업보고서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업보고서란 주권상장법인 기타 자본시

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 사업

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하고(동법 제159조 제2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 감사보고서,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

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동법 제160조), 부도가 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해야 한다(동법 제161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

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

163조).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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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증권의 취득자’ 대신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로 바뀌어 있으며, 악의의 투자자라는 면책항변에서 악

의의 기준시점이 ‘취득의 청약시’가 아닌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

로 대체되고, 발행시장에만 관여하는 인수인 및 주선인, 투자설명서 

교부자, 매출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이다.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조항인 제186조의5에

서 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동법 제14조61) 등을 그대

로 준용함으로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별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가 불분명하게 드러나 논란이 잦았는데62), 자본시장법을 새로 

만들면서 유통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제162조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므

로 이러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제162조 제1항 본문), 손해액의 추정(제

162조 제3항63)), 면책항변(제162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의무자

수 있다(http://dart.fss.or.kr/).

61)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

62) 참고로,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기 직전의 2008.3.21. 개정에서는 제186조의5 단

서에 “다만,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하여는 제197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감사보고서를 발행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용규정을 마련하였다.

63)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조문을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유통시장

에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162조 각 항에서 규율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

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

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

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0 -

(제162조 제1항 각호), 제척기간(제162항 제5항) 등 쟁점은 제125

조에 관한 검토와 대개 동일하다. 다만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외

  본조는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서류인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에 회

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명백히 포함됨에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68조 제6항 제1호) 이를 제162조의 책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하고 있다. 따라서 제125조와는 달리 제16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계감사인이 포함되는지에 대

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64) 자본시장법상 유통시장에서 감사인

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은 제170조에 따라 규율되면 

족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

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멸한다.

64) 그런데 첨부서류와는 별개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

견이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

8호). 따라서 제162조가 명시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본조의 대상서

류에서 제외했더라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제3호)에 해당하거나 사업보

고서의 기재사항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

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

해 제125조에서와 동일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125조 제3호, 제4호와 제162조의 제3호와 제4호의 문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제125조 제3호와 제4호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

부서류”라고 규정하는 반면, 제162조 제3호와 제4호는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

항 ‘및’ 첨부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62조상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

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이 사업보고서등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본조

의 첨부서류에서는 감사보고서가 제외되므로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하였다거나,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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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나 분

기검토보고서가 첨부서류가 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

조 제2항65)), 본조에서는 감사보고서만 제162조의 대상이 되는 첨

부서류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 외의 검토보고서는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문상 감사보고서만을 제162조

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제162조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검토보

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제162조 제1항에 열거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투자자인 

원고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작성 부분에 대하여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데 대하여 “허위작성된 반기 사업보

고서를 검토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3호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회계법인이 ‘허위작성

된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

다고 증명’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회계법인은 대상 반기 사업보고서

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지 여부만을 검토하였을 뿐 그

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위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

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지도 않았”으므

65)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반기보고서와 분

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

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1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

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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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2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고 판단한 일이 있다.66) 타당한 판결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이 판례

의 취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감사와 목적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67), 

법원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을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손

해배상책임 주체로 인정한 경우에조차 검토보고서 발행 부분에 대

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68) 제162조의 대상 첨부서류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외하는 이상 

검토보고서도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보고서도 감사보

고서와 함께 규율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 이 판결의 피고 회계법

인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나5376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76253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6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금융위원회 고시) 중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의 목

적’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7.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는 감사인이 본 준칙에 따른 검토를 기초로 중간재무

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인은 중

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의견을 변형하지 않을 위험을 보통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

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목적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목적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는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공정하게 표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9.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다. 검토는 주로 재

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로 구성된다. 검토

에서도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으나, 감

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모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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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

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

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

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

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제170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제170조의 내용

2) 유통시장에서 회계감사인의 책임: 외감법 제17조의 준용

  제162조는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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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 첨부서류 중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명시적으로 제

외함으로써 동조의 책임 주체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을 

제외시킨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써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69)하므로 유통시장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 대상자에서 감사

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 자본시장법 제170조를 별

도로 두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규율하고 있

다. 

  동조에서는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

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외감법 제17조를 준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감법 제17조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

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외감법 제17조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는 그 감사인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한다(동조 제2항). 외감법 제17조에는 감사인의 비례책임을 규

정하는 등(동조 제4항 단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

수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 내용은 후술하는 ‘2.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여

기서는 감사보고서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162조에서 명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외하고 자본시

69)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

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 45 -

장법 제170조를 따로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과 자

본시장법 제170조에 드러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 논

하도록 한다.

3)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특징

  증권의 발행시장에서 그 발행에 관여한 자들의 투자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가 규율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125조의 규율대상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회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포함된다. 다만 동조가 열거하고 있는 손해

배상의무자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제162조와 같이 제125조에

서 규율하는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부실기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가 규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에는 회계감사

인의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지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125조와는 달리 본조에서는 규율대상인 사업보고서 

등의 첨부서류에서 명시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

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162조가 규율하는 첨부서류에서 제

외하고 제170조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기재누

락이나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외감법 제17조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통일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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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단이

라 추측된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70)는 그 자체로 완결성

을 가지므로 제162조상의 손해배상의무자인 사업보고서의 작성자나 

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해 일정한 확인을 해 준 자들과는 법

리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완결성을 가진다는 의미

는, 증권의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 또는 회

사가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이런 사례를 감사보고서의 주요 사용처라 볼 여지는 있겠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라 볼 수는 없다.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는 같더라도, 재무

제표의 작성 주체인 공시서류의 작성자와, 이와는 독립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구성과 책임범위는 달라

야 한다.

70)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함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어는 감사인을 타율적,

의무적으로 일정한 책임영역으로 편입되게 하는 ‘법정감사’라 할 수 있는데, 우

리나라의 경우 아직 분명하게 법정감사와 임의감사에 대한 구분관념을 발전시

키지 못하고 있다(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9면).

본 논문에서는 외감법이 법정 외부감사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본 논문에서 다루는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실제로 문

제된바 있는 감사보고서는 대부분 외부감사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혀 둔다.

판례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누락이 있거나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배상의무자가 되는 감사인은 외

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외

감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하여, 외감법 규정은 법정 외부감사의 경우

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참조). 그러

나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정의도 없이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9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70

조의 책임은 임의감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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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법 제170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① 선의의 투자자가 ②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

사보고서를 신뢰하여 ③ 손해를 입었고 ④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선의의 투자자와 증명책임

  ‘선의의 투자자’라는 용어는 제125조나 제162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선의의 투자자는 재무제표에 부실기

재가 있다는 사실 또는 재무제표에 부실기재가 있음에도 감사보고

서에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를 한 자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보고서 등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 정기적으로 제

출되는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서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170조에서 

말하는 선의의 투자자란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상 증

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의 취득자 또는 처분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상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재무

제표의 부실기재 사실 또는 재무제표의 부실기재에도 불구하고 감

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취득

하거나 처분한 자’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162조 제1항에서는 소위 악의의 투자자 관련 문구를 단

서에 두어 이를 면책항변사유로 보고 악의의 증명책임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우는 반면71), 제170조 제1항에서는 단서 없이 본문에 

71)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악의의 처분

또는 취득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손해배상의무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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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

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선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증명책임이 전

환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추정규정이나 증명책임의 전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내용이 없는 본

조에서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선의의 투자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식회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사유로 

공표되기 전에는 일반투자자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투자자

가 선의를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투자자의 선의는 사실

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본조에서 인과관계는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

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인과관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선의로 투자)와 손해인과관계(중요사항의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

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음)가 필요하다는 점이 법문상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에서 거래인과관

계가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지가 법문상 불분명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조 법문상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 모두가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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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요구되는 것과는 별개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인과

관계와 손해인과관계를 규율하는 구조가 달라 보인다. 즉 손해인과

관계의 경우 본조 제2항에서 그 손해액을 추정하고, 제3항에서 손

해배상의무자가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

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

책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불법행위책임과는 반대로 손해배상의

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거래인과

관계의 경우 본문에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나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손

해배상책임을 묻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제는 제125조와 제162조에서

도 논란이 있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가 신뢰 관련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거래인과관계의 존

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거나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판례는 일관되게 “증권거래법 제197조72)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

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증권

거래법 제15조73)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증권거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72)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해당.

73) 자본시장법 제126조에 해당. 자본시장법은 제170조에 제2항(손해액의 추정 관

련 내용)과 제3항(증명책임 전환 관련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구 증권거래

법은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과 제3

항의 내용이 제126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구 증권거래법과 달라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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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74)75) 이러한 판시는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 손해인과관계를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구분하여 법문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만을 투자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예는 없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76)는 제1항에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77)의 규정을 준용한다”

74)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44937 판결.

75)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7나107783 판결 참조. “민

법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인 주식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

사실을 스스로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집중적·대량

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의 각종 여건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

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분 중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 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곤란하게 만

드는 셈이 된다. 그래서 증권거래법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투자자가 손해배

상청구를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손해배상의무자에

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4조), 나아가 손해액

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

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추정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제15조 제1항). 또한, 같은 취지에서 증권거래법 제

197조는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외감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에게 감사상 무과실의 입증책

임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5항)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76)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해당.

77) 자본시장법 제126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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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과는 문언상 차이가 있

다. 즉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거래인과관계가 성립요건으로 요구됨

을 명시적으로 규정할뿐 아니라(“선의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

뢰하여”)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독자적으로 추정규정 및 증

명책임의 전환규정을 두고 자본시장법 제126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0조를 해석함에 있어 법문의 구조가 다른 

자본시장법 제125조나 제162조에 적용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제170조에서는 제125조나 제162조에서와

는 달리 거래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악의의 취득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면책된다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률상 추정규정이나 증명책임을 전환한다

는 근거가 될 내용도 찾아보기 어려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거래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8)

    

다) 손해액의 추정 및 손해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78) 임재연, 앞의 책, 469면 참조. 제125조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이나, 특히 “실질적

인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었더

라면 투자자들이 그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석기

관의 부당한 평가와 그 평가의견을 제공받은 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사실상 추정설과) 같은 맥

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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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 제2항에서는 손해액을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

종결시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그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이는 제125조 

책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인 제126조 제1항, 제162조 책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인 제162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170

조 제3항의 손해액 증명에 대한 책임 전환규정도 제162조 제4항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살핀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가. 개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하며, 이 절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법명을 기재하지 않은 조

문은 외감법을 의미한다)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297호로 

제정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14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15호로 일부개정된 내용

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이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의 주식회사79)는 반드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

79) 외부감사의 대상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상의 주권상장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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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아야 하며(외감법 제2조) 이러한 외부감사의 결과물인 감사

보고서(감사범위와 감사의견 및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

용한 정보 포함, 동법 제7조의2)는 일반에게 공시된다(동법 제8조, 

제14조). 이러한 주식회사는 제3자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

아 운영되므로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회사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독

립된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맡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함

으로써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실재하는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의 외부감사제도로 인해 공인회

계사로 구성되는 외부감사인은, 단순히 전문직이라는 개념을 초월하

여 공공적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80)  

  외감법상 ‘외부감사’ 또는 ‘회계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외감법

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

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면서(제1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이 회계

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

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고 정

말한다. 2014년 말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24,058사로 전년 대비 1,727사 증가하였

는데, 이 중 93.9%인 22,596사는 12월 말 결산법인이고, 2%인 481사가 3월 말

결산법인, 1.4%인 354사가 6월 말 결산법인이다(201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금융감독원·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인회계사회, 2015, 9-10면).

80)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연혁 및 자세한 내용은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13-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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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회계감사기준에도 ‘감사’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감사

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

으며 이 목적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

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명시되

어 있다(감사기준서 200-3). 따라서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작성책

임자인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

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란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서류에 서술된 모든 내용과 체

계가 실제로 확인된 재무정보 체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

견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81)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감사회사 및 관계회사82)

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

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또한 연결재무제표83)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

81) 이준섭, 앞의 책, 10면.

82) 관계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란

피감사회사의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정의는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

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배회사

", 그 다른 회사는 "종속회사"라 한다), 피감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피감사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동일인이 피감사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피감사회사 외의 회사, 기타 피감사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

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83)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외감법 시행령 제1

조의3 참조)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말한다(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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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하면 피감사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감

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2항). 감사인의 재무정보

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은 감사인의 고유한 역할과 임무상 

당연한 권한이라 보아야 한다.84) 그런데 외부감사인에게 보장된 이

러한 재무정보에의 접근권은 제한적인 것이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더라도 피감사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

출받아 검토하거나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외부조회절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외부감사인에게 압수·수색이나 자

금추적권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는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항시 전제되어

야 한다. 

  외감법은 감사인이 전문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표명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외부감사

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에 한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

의 자격을 제한한다(제3조). 또한 현행법상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

인을 자유선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

나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제4조) 정기주주총회 및 증권

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4조의4), 감사인 선임 이후에는 법

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합의해지 포함)할 

수 없고(제4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6항, 제5조의2), 주권상장법

법 제1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84) 이준섭, 앞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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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

도록 함으로써(제4조의2)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증권선

물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지정된 기일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를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 상장예정회사인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한다(제4조의3, 시행령 제4조). 이 때 지정되는 외부감사인

은 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한편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어디까지나 

피감사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

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

다(제7조 제4항, 시행령 제6조 제5항).

  

나. 외감법 제17조 -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외감법 제17조의 내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감사인은 법정된 독립적 지위에서 감

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범위와 감사의견 및 이해관계인의 합

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제7조의2 제1항, 제2항) 그 감사보고서는 공시된다(제8조, 제

14조). 외감법은 감사인의 임무해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

감사회사 및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책

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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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

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

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

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

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

피감사회사에 손해를 발행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그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7조 제1항),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는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2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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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

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

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

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

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

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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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7조 제1항 -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85) 피감사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감사인이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피감사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성

질을 가진다. 외감법 제17조 제7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사인이 손

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과실의 증명책임은 감사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있으

나, 감사인을 선임한 피감사회사는 그러한 예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동항 제1호), 일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감사회사가 부담한다.

  감사인이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로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

이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의무자의 면책항

변, 즉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 대한 증명과 동일선상에서 구체적

으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인의 임

무해태로 인하여 피감사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및 그 인과관

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손해액의 추정규정이나 증명책

85) 여기서 임무해태는 민법상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의미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김건식·윤진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1998,

1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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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전환규정이 없는 이상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피감사회사가 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감사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

우는 대개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자인 피감사회사가 고의로 분식회계

를 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이를 발견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

되기 어려울 것이다. 판례도 고의로 분식을 저지른 피감사회사가 감

사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원고(주: 피감사회사)

가 자신의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하여 

분식결산한 이 사건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감사를 받은 후, 외부감

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그 감사절차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그러한 사실을 적발하

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부담이라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기본법리에 반할뿐 아

니라 명백히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86) 나

아가 이 사건의 항소심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민법 제681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서 회계감사계약 당사자들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주: 피감사회사)가 감사

인과 사이에 체결된 외부감사계약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감

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16. 선고 2002가합51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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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를 제공한 점, 감사인이 원고 회사의 분식회계

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분식결산

을 하여 허위기재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공한 원고 회사가 자

신의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하여 분식

결산한 점을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감사인에게 

외부감사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

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87) 

  다만 최근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을 한 후,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관해 고의가 인정된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받은 외부감사인 및 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하

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 일부가 인용된 사례가 있다.88) 

법원은, 피고들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

게 된 원고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인 

피고들에게 그 과실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 이 사건 피

해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피

감사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외부감사인인 피고들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

87) 서울고등법원 2005.6.29. 선고 2004나74417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41030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감사

회사인 원고와 감사인인 피고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내부 책임 분담비율을

75:25로 보았으나,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4나

5304 판결에서는 그 비율을 85:15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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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 기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배척하였으나, 그 형사판결에서는 적정의견 기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을 뿐 원고인 피감사회사의 각 재무제표 허위 

기재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이 인정된 것은 아

니기에 앞서 살펴본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모두를 피

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선행사건89)에서 피감사회사와 그 

이사 및 감사, 외부감사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별

도의 책임제한 없이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감사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조로 

금원을 지급한 후에 공동불법행위자인 감사인에게 제기한 후속적인 

구상금 청구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감사

회사가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본다.  

3) 제17조 제2항 -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개관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0가합9727, 2010가합25866 판결(병합). 그

후 피고 중 피감사회사의 임직원은 원고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항

소가 취하되었고, 감사인인 회계법인만이 피고가 되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법

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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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실제로 본 항의 책임을 묻는 제3자는 피감사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

한 투자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90),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인

이 그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본시장법 제

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항을 준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 

나) 성립요건

  ①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를 누락하

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②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③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④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누락 또는 거짓기재

  감사인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

짓기재를 하였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자본시장법에서의 중요사

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

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90) 그 외에는 기업인수를 하였거나 피감사회사에게 신용을 제공한 제3자가 피감사

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준섭, 앞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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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련

된 사항”이 본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

거로 “외감법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외감법 제1조),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

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

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

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회계감사기준 제3조)91),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점(회계감사준칙 320 제4항) 등”을 들

고 있다.92) 실제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3자가 주장

91)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감사대상회사의 부실경영사실 자체가 감사인의

과실을 추정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

고서, 16면).

92) 서울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이 판례에서는 ‘매출채권·재고

자산·고정자산 등의 허위 계상에 따른 분식회계’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자체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고, 피고 법인의 주장에 따르더

라도 위와 같은 분식회계는 감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및 효과 면에서도 이해관계인인 원고 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감사인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전표의 대

사, 매출채권의 조회 확인, 매출의 실재성 확인, 재고 실사 입회, 유형자산 및 개

발비에 대한 취득증빙 테스트, 개발비에 대한 자산성 검토 등에 관한 감사절차’

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감사회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사실

을 밝혀내지 못한 채 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수정 요구도 없이 위

재무제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감사보고서상 ‘본 감사인은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

표는 피감사회사의 199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정의견이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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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재누락이나 거짓기재의 대상이 중요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2)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

  제3자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외의 자를 말하며, 분식회계를 수행

한 피감사회사의 임직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책임자라는 점에 비추어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상 문제되는 제3자는 주로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

여 피감사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감사회사에 투

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본조에서는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거짓기재가 

있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감사인에

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

하였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피감사회사

에 투자를 하였다는 의미로, 법문상 본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신뢰하고(또는 믿고) 증권을 취득하

여’라는 문구를 두지 않아 거래인과관계의 요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때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손해배

상청구권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지, 손해배상의무자인 감사인이 부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거래인과관계 요건을 본문에 규정한 법문

상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주장하는 제3자가 부담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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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서류 작성자의 손

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본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125

조에서처럼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제3자가 거래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감사인은 투자자가 부실감사내용을 진

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외

감법 제17조 제2항). 신뢰인과관계93)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투

자자에게 있다. 투자자가 신뢰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감사인은 면책된다. 요컨대 신뢰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손해인과관계

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감사인에게 전환되

어 있지 않다”94)고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이처럼 증명책임이 감사

인에게 전환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면, “외감법 제17조 제2항이 ‘감

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거래인과관계의 판단에 관한 한 외감법상의 책임과 민법상

의 책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 하여 이에 반대하

는 견해도 존재한다.95)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와는 달리 명시

적으로 거래인과관계를 본조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본문에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악의의 제3자라는 점에 대한 항변으로 면책될 수 있

다는 단서도 두지 않고 있다. 본조의 책임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93) 거래인과관계를 의미한다.

94)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09, 792면(조상규, 앞의 논문,

306면, 각주 49에서 재인용).

95) 장상균,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투자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몇 가지 문제”, 민사

재판의 제문제 제17권, 민사실무연구회, 2008, 374면(조상규, 앞의 논문, 306면,

각주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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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상 추정 또는 증명책임

의 전환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

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는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손해의 발생과 손해인과관계

  외감법 제17조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와는 달리 손해액의 추정규

정이나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조에 기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손해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

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만을 근거로 하여 감사인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준용하는 본조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본시장

법 제170조는 손해액의 추정(동조 제2항) 및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동조 제3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

로 투자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외감법 제17조의 손해배상의무자인 ‘감사인’이 외감법상의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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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한정되는지, 또는 법정된 외부감사 외의 임의감사를 수행하

는 감사인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되고, 외감법은 그 

입법목적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

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및 감사의 범위에 관하

여 '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와 '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있고(제2조), 그러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

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본다.96)

  외감법 제17조의 규정 형식 및 그 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무자를 외부감사인으로 한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170조를 청구

원인으로 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이 준용

될 뿐,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손해배상의무자인 ‘회계감사인’이 외

96)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일관된

것으로, 최근 판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에서

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판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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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사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외감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의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외감법 제17조 제2항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면 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나 자본시장법 제

17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자본

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해당한다)에 의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시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

장이다.97) 

라) 제17조 제7항 - 면책항변과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제17조 제2항의 책임은 본질상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것

으로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

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

나 외감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에서와 마찬가지

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즉 

감사인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자

신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7조 제7항98)).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민법상 고의·

97)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98) 외감법 제17조 제7항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조 제1항)

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피감사회사는

그 자신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동

조 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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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99)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

162조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실기재를 알 수 

없었음’과 동일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주로 회계감사기준

이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판례는 외감법이 규정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

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인은 외부감사 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

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본다.100) 

  그런데 외감법 제17조 제7항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62조

와는 달리, 단서를 두어 증명책임 전환이라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즉 특정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원칙으로 환원시키고 있다.101) 구체적으로는 외감법 제4조

99)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119면 참조.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 이 판결은 피고 회계법

인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나5376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76253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서

울서부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도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

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외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된다

는 점과 외감법이 규정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과

정에서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인은 외부감사 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

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회계

감사기준 및 준칙은 감사인이 그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일이 있다.

101) 외감법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

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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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피감사회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

사, 상호저축은행이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일반 불법행위상의 원칙대

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는 2008년 3

월 21일 개정시 신설된 내용이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 내용이 감사인의 잘못

에 대한 증명책임을 감사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

인이 회계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의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임. 그러나 선의의 소액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경우, 즉 재

무정보에 관한 수집·분석능력 등이 뛰어난 금융대출기관 등에게까지 

획일적으로 감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를 남용한 남

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선의의 소액 투

자자 보호와 무관한 경우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도록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의 맹점을 악용한 남소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102)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무정보에의 

접근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02) 조상규, 앞의 논문,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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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자인 

피감사회사 또는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독자적 접근 및 판단이 

가능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손해배상청

구권자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제17조 제7항 

단서의 내용은 타당하다.   

4) 제17조 제4, 5, 6항 - 연대책임의 원칙과 비례책임의 신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특수한 내용이 법정되어 

있다. 이른바 비례책임제인데, 감사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감사보

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해진 책

임비율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

원회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

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감법 제17조 제4항 본

문).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동항 단서). 

  이처럼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이른바 비례책임제

는 2013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피감사회사의 분식

회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회계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자인 피감사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규정되었다. 더욱이 피감사회사는 분식회

계가 밝혀진 후 파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자력상태에 빠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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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받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감사인(회계법인)을 주된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고의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는 제외된 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

한 과실책임자에 불과한 감사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

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례책임의 신설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즉 그 손해배상 청구

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감사인과 해

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

감법 제17조 제5항). 또한 동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비례책임을 

적용받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각자 정해진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해서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외감법 

제17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비례책임제를 도입함으

로써 투자자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비례책임제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제4장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

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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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외감법 제17조 제9항).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에 대하여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책임

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27조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

로, 그 기산점을 손해배상청구권자 자신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

로 판단하고 있는바,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

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

다고 보아야 한다는 태도이다.103) 한편 판례는 제척기간을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104)105) 

  한편, 외감법은 본 제척기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외감법 제17조 제9항 단

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민법상 일

반 원칙106)에 대한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점107)에 비추어 볼 때 외감법상의 특칙이 적절한지는 의

103)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본 논문 제2장 손해배상책임의 발

생,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제125조 책임 관련 부분 참조.

104)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8면; 임재연, 앞의 책, 822면 참조.

105)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구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

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 관련 해석이다.

106)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 판결; 지원림, 앞의 책, 394면 참조.

107)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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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더욱이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외감법 

제17조 제1항 외에, 감사인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감사

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동조 제2항)에까지 감사인 선임계약으로 

제척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구성한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의 차이점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에 첨

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

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외감법 제

17조 제2항에서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자본시장법 제

125조 및 제162조와 동일한 손해액의 추정과 손해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전환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준용하는 외감법 제17조의 내용을 살펴보

면, 제2항에서는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는 경

우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4, 5, 6항에서는 

연대책임의 원칙과 비례책임을 규정하며, 제7항에서는 감사인 과실

의 증명책임에 대한 전환규정과 그 예외에 대한 내용, 제9항에서는 

제척기간을 정한다.108)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외감법 제17조 중 제1항(감사인의 임무해

태가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108) 제3항은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 중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인 감사

인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8항은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

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76 -

를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양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가 유의미하게 구분되

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외감법 제17조의 책임은 외부감사인만

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책임은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감사인, 즉 외감법에 의해 법정된 외부감사

가 아닌 임의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법 제170조에는 사업보고서 등

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선의의 투자자만이 청구권자가 되

지만, 외감법 제17조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실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는 손해액의 

추정 및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이 규정되어 있

어 이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외감법 

제17조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모두 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는 크게 손해배상책

임의 주체,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권자,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의 부분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판례는 외감법 제17조에 근거

한 청구 외에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기한 청구를 인정하려면 자본

시장법 제170조에 관한 명시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므

로109), 양자의 구분은 중요하다. 

109)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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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가. 개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법상 근거로는 채무불이행책임

과 불법행위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

이행책임은 계약 등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피감사회사 외의 제3자인 투자자

가 청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미 살펴보았듯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로서 분식회계의 일차적 책임자라 볼 수 있는 피감사회사가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책임자에 불과한 감사인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투자자가 감사인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로,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다. 불법행위란 법률의 근본목

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

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110)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이 법

110)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박영사, 2012, 1면(김성태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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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로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한 것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의 관계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

용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

임의 문제

1)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111) 이 때 

위 요건들은 권리근거사실들로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상 자본시장법 제170조 또

는 외감법 제17조에서 원칙적으로 감사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명문으로 전환되어 있는 점과 구별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7항).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

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고의) 또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111) 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471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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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과실)를 

말한다.112) 그러나 민사책임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원칙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113)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서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이란 자본시장법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제125조 제1항 단서, 제

162조 제1항 단서), 외감법에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

음’(제17조 제7항 본문)이라 표현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살펴보았듯 감사인의 경우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계감사

기준이 그 주된 기준이 되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가해행위의 위법성

  위법이란 그 말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평범하게

는 법 내지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4) 위법성의 구체

적 판단에 있어, 일반공중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단속

법규에 위반하여 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고 불법행

위가 성립하는데115),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의 발생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112)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박영사, 2012, 184-185면(이상훈 집필부분).

113)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183면(이상훈 집필부분).

114) 곽윤직, 채권각론, 487면.

115)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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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된다.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116) 또는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손실117)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

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는 차액설118)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119) 판례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

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20)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자본시장법과는 달리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차액설 등 일반 원칙에 기초하여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산정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란 상당인과관계를 말하며, 상

당인과관계설은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는 무한한 사실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제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에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121) 

11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137면.

1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073면.

118) 양창수·김재형, 계약법(제2판), 박영사, 2015, 445면에 의하면 재산적 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통설로, 개별 법익의 침해가 그 법익 주체의 재

산 전체에 미친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원림, 앞의 책 1074면은

[손해 =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 – 현재의 상태]

라고 표현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기술한

다.

119) 곽윤직, 채권총론, 137면.

120) 대법원 1992.6.1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121)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231면(이상훈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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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데, 판례는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책임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실

상 전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중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주

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는 채권자설, 채무자설 및 위험영역

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통설, 판례인 규범

설에 따르면 권리근거사실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122) 그런데 투자자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부 판례가 자본시장법이

나 외감법상 책임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서도 그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듯한 태도를 보

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한국강관사건’에 대

한 논란이다. 

  한국강관사건은 한국강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당

해 회사의 분식회계가 밝혀지자 그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피고

로 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자본시장법 제170조에 해당)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

122)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234면(이상훈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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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123) 즉 원

심124)이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사인의 고의, 과실, 투자자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분식된 재무제표와 부실한 감사보고

서를 신뢰하고 이를 투자 판단의 자료로 삼아 주식을 취득하게 되

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에 대하여, “주식거래

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

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

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 증권거래법

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거래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법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거

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실상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123)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124) 서울지방법원 1996.8.28. 선고 96나15298 판결.



- 83 -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발전하여 온 시장사기이론

(fraud-on-the-market theory)125)126)을 적용한 것이라거나127), 이

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미국 판례법상의 시장사기이론을 도입하여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증권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

을 내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권

125)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김화진, 앞의 논문 참조. 이 논문은 미국의 연방대법

원이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1988) 사건에서 채택한 시장사기이

론 및 그 판결과 이론의 배경, 이에 대한 비판과 최근 판례에서 시장사기이론의

약화 조짐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

장사기이론을 채택하여 거래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반증 가능한 추정을 승인

하였다. 시장사기이론의 경제학적 배경은 자본시장 효율성의 가설(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로, 이들 이론에 의하면 잘 발달된 시장에서 거래되

는 증권의 가격은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바로 반영하며 따라서 부실표시의 내용

도 바로 반영한다. 보통의 투자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

하기보다는 증권의 가격이 회사에 대한 공개된 모든 중요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는 ‘가격의 정직성’에 의존하여 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

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면 부실표시를 포함한 모

든 중요정보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126) 김병연,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기업소송연구 2005(Ⅱ)(2006.03), 다사랑, 111면에 의하

면, 일반적으로 사기의 법리는 대면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다수의 거래자들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기재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부

적절한 면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1988) 사건에서 Rule 10b-5에 근거한 집단소송의 원고는 그가 효율적인 시장

에서 증권을 매수한 이상 신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연방증권

사기소송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이를 시장사기이론이라 부르

고 있다.

한편,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37면에 의하면,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의

요지는 부실표시가 증권시장에서 행해진 경우 증권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부실표

시는 바로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비록

그 부실표시를 직접 신뢰한 것은 아니더라도 부실표시 때문에 손해를 본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의 사업설명서책임(Prospekthaftung)에 있어서도 이

는 사업설명서 자체 또는 설명서의 발행에 의하여 야기된 ‘투자분위기

(Anlagestimmung)’에 의하여 오도되어 매수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

로 주식 취득이 사업설명서 발행 후라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한다.

127) 임재연, 앞의 책, 823면; 백승재,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와 손

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례연구 20집(1)(2006. 10.), 서울지방변호사회, 142

면; 박휴상, “증권관련 부실공시책임의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27

집 1호(2007.06),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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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128) 그러나 시장사기이론은 증권법상의 

법리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

라는 지적도 있다.129)130)

  최근 판례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

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인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하

는 경우131)와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132)133) 모두가 존재

128) 김병연, 앞의 논문, 141면.

129) 임재연, 앞의 책, 442면.

130)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38-41면에서도 대법원의 논리는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과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보면서,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인과관계 요건까지 완화하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131) 임재연, 앞의 책, 442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선고 2013가합504531

판결을 예시하면서 하급심판례는 대체로 원고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것

을 요구한다고 본다.

132) 예컨대 2014.2.14.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및 외감법 제17조의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위법

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

담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후순위사채는 만기가 길고 만기 전에 상환받을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의 변제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상

환받을 수 있어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인 점,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감소되

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의 위험으로 예금 인출이 속출하게 되어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점 및 앞에서 본 분식회계의 규모와

당시 실제로는 피감사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었고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

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기초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신

뢰하여 후순위사채의 취득을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원

고들에게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황에 비추어 거

래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3) 손해인과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가 민법상의 불

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경우, 투자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배상의

무자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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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직까지 확립된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건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 원칙대로 

원고가 거래인과관계, 즉 특정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증권을 취득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명

책임 전환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과 외감법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상 일정한 요건에 대해 증명책임이 전환

됨을 명시한다. 이와 같은 법률상 추정 또는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수는 없고, 

사실상의 추정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

다.134) 둘째,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은 이미 투자자 보호의 취지에서 

고서의 내용은 기업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은 손해를 입

었다고 보아야 한다.”

134) 참고로 이른바 현대형 소송이라 불리는 일정한 유형의 경우 법률상 무과실책

임이 인정되거나(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138면 이하), 법원이 인과관

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적용한 사례들은 이미 존재하여 왔다. 즉, 교통사고,

공해, 제조물책임 등에 관한 불법행위소송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하여 그 증명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의 상황사실이 증명되면 일

응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고 반증이 없는 한 가해자인 피고는 책

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응의 추정’에 의한 증명방법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일응의 추정’ 법리에 따라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재가

증명된 것으로 본 판례가 상당수 있으나 그 내용이나 의미하는 바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사실상 추정의 한 경우라 보는 것이 통설인 듯하다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235면). 의료과오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의 추정과 증명책임

의 완화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즉 환자

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며, 이러한 경우 의

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만 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어진다(김재

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361면). 그러나 대법원은 2004.10.28. 선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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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감사인 책임의 근

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투자자의 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본시장법·외감법과 민법의 관계를 청구권경

합의 관계로 보아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 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가장 큰 실익은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상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점만으로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보

호에 치우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이론

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일반 불법행위의 증명책임을 사실상 전환하

는 것은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경도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거래인과관계

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사기이론은 미국의 증권법 영역에서 

발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이 아닌 일반 민법

상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이를 유추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를 벗

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시장사기이론은 최근 그 모태인 미국

에서조차 경제학계는 물론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력이 약화

다45185 판결에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의료상의 과실은 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정”이

있어야 의료상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그 책임을 다소 제한하려

시도하였다(김재형, 민법판례분석, 362면).

이러한 증명책임의 완화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일반원칙

에 대한 예외이므로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투자자 소송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서 명문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

는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

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증명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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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135) 애초에 시장사기이론이 채택된 미국의 

베이직(Basic) 판결136) 자체에도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이 존재하였

고, 2014년에는 베이직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할리버튼

(Halliburton) 소송137)이 법조계와 경제계의 지대한 관심 하에 진행

되면서 시장사기이론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법원 안팎에서 다수 표

출되었다는 점138)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

멸한다(민법 제766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

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

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

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139) 판례가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상 관련

135) 김화진, 앞의 논문, 209면 참조.

136)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1988).

137) Halliburton Co. et al. v. Erica P. John Fund, Inc. (June 23, 2014).

138) 김화진, 앞의 논문, 211, 218면.

13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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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손해배

상청구권자 자신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

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부분이다.140)141)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170조 및 외감법 제

17조의 제척기간에 비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뒤로 미루어질 수 있어,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의 제척기

간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이 장기라는 점과 더불

어 기간 도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

이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40)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141)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대우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

식으로 여신을 제공해 온 우리은행이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인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되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방

안이 발표된 시점 또는 그 실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시점에 있어서는, 위 실사

의 기준과 외부감사시의 기업회계기준은 그 평가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위 실사 결과의 차이가 과연 분식회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사 그 대부분이 분식회계의 결과라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외부감사인

의 회계감사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현실적이고도 구체

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 것, 즉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시점은 적어도 위 회계감사에 대한 별도의 감리 결

과를 기초로 피고 회계법인 및 그 소속 피고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증권선물위

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었던 시점 내지는 그에 따른 재경부장관의 징계처분이 있

었던 시점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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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법, 외감법, 민법의 관계

가. 개관

  투자자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그리고 민법의 관계가 문제된다. 예컨대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

고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그 감사의 대상이었던 

재무제표가 분식으로 거짓 작성되어 있었고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

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상장폐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법규를 근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위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권리가 경합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경합이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

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채권자가 그의 선택에 따

라 그 중 어느 권리든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 청구권경합의 관계, 

또는 수개의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거나 하나의 법규

가 다른 법규와 경합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에 전자의 법규

만이 적용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142)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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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감법 제17조, 민법 제750조의 책임이 어떠한 경합관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나.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의 관계

  우선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의 관계를 본다.143) 이 

두 법규는 모두 회계감사인에 대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교집합적 부분이 많으나 이미 살펴보았듯 어느 한 법규의 

요건이 다른 법규의 요건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유

의미한 요건상의 차이가 있다.144) 따라서 각 법규의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각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나, 위의 사례

처럼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145) 

142) 지원림, 앞의 책, 41-42면.

143)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에서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계감사인의 손해

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자

본시장법 제125조가 열거하고 있는 손해배상의무자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

계감사인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명시적으로 규율 대

상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문제된다 하

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준해서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를 살피면 족하다.

144) 이와 관련하여, 최광선,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구권

경합설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9조(2015.8.), 한국법학원, 67면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은 적용의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는 자

본시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장회사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

는 회계감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보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

개로 본다는 견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14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나 학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양자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정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

를 모두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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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는 대체로 특별규

정과 일반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146) 첫째, 각 법조의 규정형식

으로 볼 때 그러하다. 외감법 제17조는 외부감사인의 의무를 구체

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외감법의 조문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

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특히 자본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가 감

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9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외감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손해액의 추정과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외감법 제18조 본문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도 자본시장법이 외감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147) 

판례는 외감법 제17조에 근거한 청구 외에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기한 청구를 인정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관한 명시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148) 위 두 법규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

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과, 민법의 관계

1) 자본시장법 제170조 및 외감법 제17조의 성격

146) 외감법 제17조와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관계가 대체로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라고 보는 견해로,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4면.

147) 최광선, 앞의 논문, 68면.

148)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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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대체로 외감법 제17조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각 책임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이 달라, 규율하는 사실관계 중 권리가 경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양자 모두를 동등한 것으로 전제하고 

검토를 진행한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는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법정채권관계 중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149)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

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양자가 일반 민법상의 불법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판례

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150)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후술하듯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에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또는 외감법 제17조가 청구권경합의 관

계에 있음을 설시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시장법 제170조 또는 외감

법 제17조가 그 법적 성격상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자본시장법 제170조 또는 

외감법 제17조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지, 또는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어느 것이든 선택적

149) 이준섭, 앞의 책, 81면 참조.

150) 대법원 1998.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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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청구권경합 관계라고 보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

효기간보다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

의 규정이 배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투자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자본시장법 제170조에 

해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청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인의 책임은 결국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

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

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

책임”이라고 보면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

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

을 수 있다”는 것이다.151) 따라서 선의의 투자자는 중요사항에 관하

여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감사인에게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외감법 제17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다. 즉 “

(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151) 대법원 1998.9.12. 선고 96다4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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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

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인

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특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7조 제5항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7조 제7항은 1년 혹은 3년의 단기행사기간의 도과로 손해배상책

임이 소멸됨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인바, 외감법 제17조에 의한 감

사인의 책임은 결국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

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

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

정되는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제3자는 감사인에 대하여 외감법 제17조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다.152) 

152)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다64489 판결. 본건은 대우전자 분식회계 관

련 사건인데, 대우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해

온 우리은행이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외감법상의 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감사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회계사들)

은, “외감법 제17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규정으로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안

정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행사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

임의 이행 의무자를 감사인으로 한정하여 단지 감사에 참여하였을 뿐인 회계법

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

로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외감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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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해의 대립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소개되어 있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153) 

  첫째, 청구권경합설이다. 청구권경합설을 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원고인 투자자는 그의 선택

에 따라 그 중 어느 권리든 선택할 수 있고, 시효 등으로 인하여 어

느 한 청구권만 소멸할 수도 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둘째, 법조경합설이다.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근거한 손해배

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법과 일

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법에서는 주관적 책임

요건(고의 또는 과실), 적용범위, 인과관계 요건, 증명책임, 손해배상

의 범위 등에 있어 일반불법행위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입법을 하

지에 반하여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외부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

계사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 규

정인 외감법 제17조만이 적용되어야 하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적용이 배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참고로,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감

사인의 과실과 우리은행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

각하였으나(항소기각),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28082 판결은 우리은행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 사건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153) 주식회사의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15조) 내지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과 관련하여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특칙

설, 특수불법행위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는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

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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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와의 형평성을 위해 소멸시효는 단축하고 있는데, 이는 특

별법 제정시 일반불법행위 규정은 배척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154) 법조경합설을 취하는 견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155)과는 달리, 일반불법행위 규범과 특

별불법행위 규범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구권경합의 여지는 없고 

당연히 법조경합만이 있을 뿐이어서, 일반 불법행위청구권의 법적 

기초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156) 특히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특별법상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157)158) 

  셋째, 청구권규범경합설이다. 청구권경합설이 기본적으로 소송법

상의 구실체법설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청구권규범경합설은 소송법

상의 소송법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하나이며 다만 그 손

해배상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규범이 경합할 뿐이라는 견해를 취한

다.159)

154) 최광선, 앞의 논문, 73면.

155)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참조.

156) 이준섭, 앞의 책, 204-205면.

157) 이준섭, 앞의 책, 205면.

158) 동지: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11-12면. 이에 의하면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인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만으로는 책임의 경합을 인

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의 책임은 일종의 특수한 불법행

위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여

지가 있다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29490 판결 등), 선박소유자의 책임(대법원 1970.9.29. 선고79다212 판

결 등),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727 판결) 등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이

들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의 책임과 민법의 관계에도 적용시

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159) 최광선,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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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판례의 입장은 청구권경합설로 확립되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라는 두 개의 체계로 나눈

다는 전제에서,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책임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고 판

단하여 청구권경합설 채택의 전제조건을 마련한다. 이를 민법상 불

법행위책임의 특별법적 관계로 보게 되면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

상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경합설의 입장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본질상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고 하여 필연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

에 있어 민법상의 청구권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이다. 이를 제3의 법정책임으로 구성하여 양 청구권 모두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인다. 생

각건대,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투자자 보호

를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그것

이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

의 입장에서는 분석은 차치하고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도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

며, 나아가 판례는 ‘해당 사실을 안 날’을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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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경우’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청구권 외에 민법상의 불

법행위청구권도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견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의 손해배

상책임이 본질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

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및 투자자와 감사인간의 형평을 고려하

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할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를 포함한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160)을 원고인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일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2005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이유는 “증권시

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

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

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

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

16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강관사건 등에서는 판례가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전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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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와 관련된 일부의 손해배상청

구에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한 절차법에 속한다.161) 

  구체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

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

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말한다(증권관련 집

단소송법 제2조 제1호).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인 구성

원(동조 제2호, 제3호)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

판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동

조 제5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동법 제37

조).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

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동법 제7조), 소송허가요건162)을 

갖추어야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허가사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본안의 쟁점도 판단 범위 내에서 같이 다루

161)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30면.

16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

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

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

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100 -

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도 한다.16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의 근거

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제3조). ①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

른 손해배상청구(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부실공시 관련), ② 제

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공시 관련), ③ 제

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미공개중요정

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관련), ④ 제170조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가 그것이다. 이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 공고란164)을 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

이 제기된 건수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2015년 

10월경까지 12건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가 

빈번한데도 집단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가 

활용하기에 너무 어렵게 설계된 탓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165) 감사인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아직까지 제기된 

일이 없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힘을 얻고 있고 그에 맞추어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므

로 앞으로 집단소송의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

해 규모가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들

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66) 

163)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및 시

사점 등” (2015.5.7.), 5면.

164)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securities/securities.jsp

165)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법률신문사,

2014, 19면(최승재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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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은 다수의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불특정 다

수의 일반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현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 

및 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감사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해 필수적이지만,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

우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감사라는 업무의 본질상 

언제든지 존재한다. 지금까지도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

은 투자자들은 자력이 충분한 회계법인을 주된 상대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 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요건이 완화된

다면 투자자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부실공시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엄밀한 검토 없이 

제기되는 남소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수의 기업에 대

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업무 특성상, 소송의 승패를 떠나 

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결국 감사보수가 증가하거

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167) 이는 집단소

송제 자체의 부작용에 해당하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회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부실공시에 관한 이차적 책임자라는 점

을 전제로 기존의 판례에서 발전시켜 온 책임제한의 법리와 최근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비례책임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형평에 맞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그 밖의 

166)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편, 앞의 책, 29-20면(최승재 집필부분).

167) 미국에서도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쿠폰 화해, 협

박화해, 포럼쇼핑, 승소가능성이 낮은 집단소송의 남발, 직업적 원고와 같은 부

작용이 드러난바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편, 앞의 책, 37-45면(최승재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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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제34조 제1항), 이

에 의하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조 제2항). 본조에 의하더라도 최근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비례책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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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민법상 손해액 산정의 일반적 기준과 부실공시로 

인한 증권취득자의 손해액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

눌 수 있다.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묻는 책임은,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묻는 손해배상책임

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168) 또는 법익

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손실169)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

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는 차액설170)171)에 의해 

168)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137면.

16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073면.

170)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444-445면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손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손해가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손해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의 유무

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재산손해의 확정에 있어서는 개

별법익에 입은 불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의 재산상태와 가해원인이 없었

다면 존재하였을 그의 가정적인 재산상태의 차액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별 법익의 침해가 그 법익 주체의 재산 전체에 미친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총체적 재산손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171) 지원림, 앞의 책 1074면은 [손해 =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

정적) 상태 – 현재의 상태]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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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172) 판례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

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

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

다.173) 

  위와 같은 차액설은 재산상 손해의 판단 또는 손해액의 산정 기

준으로서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를 공시서

류의 부실공시에 따른 증권취득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시키는 경

우 의문이 다소 생길 수 있다. 차액설을 문면 그대로 적용시키되 투

자자가 취득한 증권 자체를 차액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라 

보는 경우, 부실공시라는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증권의 

시가는 부실공시로 인해 과대평가된 증권의 시가보다 낮다. 따라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에서 가해행위가 있는 현재

의 재산상태를 제한 손해가 (+)값이 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부

실공시가 가해행위인 경우에는 손해가 (-)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점에서 투자자의 손해는 부실공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시의 발견과 공표라는 사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

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손해인과관계의 부정이라는 논점까지도 연결될 수 있

172) 곽윤직, 채권총론, 137면. 또한 저자는, 근대법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으나 양자에 기한 손해배상 모두 실손해의 전보를 그 목적

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고, 따라서 손해의 전보에 관한 한 둘은 공통의 법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우리 민법에 의하더라도 제763조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

고 있으므로 둘은 같은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같은 책,

같은 면).

173) 대법원 1992.6.1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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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4) 그러나 이를 뒤집어 증권 취득자의 총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175), 특정 증권을 취득하는데 부실공시가 없었더라면 예컨대 

1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을 부실공시로 인해 과대평가된 200원에 

산 경우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실공시로 인해 

부풀려진 증권의 시가로 증권을 취득한 부분이 손해가 된다. 

  결국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차액설을 적용시키는 경우 

그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사기적 행위가 없었더라

면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 또는 '부실공시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부

실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

의 차액' 등으로 정의된다.176) 즉 증권의 취득가액에서 부실공시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액설에 의

하여 산정되는 손해액이라 볼 수 있다.177)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실

174) 실제로 이와 관련된 쟁점, 즉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본질

을 주식을 고가 취득함에 따른 손실로 볼 것인지, 분식회계사실 공표에 따른 손

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점이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에서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 투자자 대리인의 관점에서 본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김주영,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기업과 맞장뜨다, 문학동네, 27면 이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75)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445면에 의하면, 차액설은 개별 법익의 침해가 그 법

익 주체의 재산 전체에 미친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

에서 이는 총체적 재산손해라고도 부를 수 있다.

176) 노혁준,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차액설과 피해주식수 산정”, 상사판

례연구 VI권 (2006.03), 박영사, 2006, 501-502면.

177) 대법원ﾠ2008.6.26.ﾠ선고ﾠ2007다90647ﾠ판결 참조: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판례

는, “투자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

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

될 수 없으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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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증권의 가액’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자본시장법은 입법정

책상 제126조 등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어 이러한 난점을 해소

하고자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방

법은 근본적으로는 차액설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후술하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는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

장가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

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는바, 부실공

시가 드러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정상주가를 회복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실공시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액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해도 합리적 관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보

다 더 나은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다만, 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자

들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소

송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우연적인 주가변동이 손해액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소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78)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사실

심 변론종결시는 사안의 판단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투자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

제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았다.

178)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44면.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안에도 제소시를 기준으

로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현행처럼 변론종결시가 기준시점이 되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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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입은 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제소시를 기준시점으로 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가 손해액

을 많이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제소시를 조정할 위험이 있다는 

점179), 본조는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서 피고가 그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실제의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180) 등에서 일응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181) 

179)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이고(곽윤직

편, 민법주해ⅩⅧ(채권11), 박영사, 2012, 277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

정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설과 책임원인발생시설이

대립한다(곽윤직 편,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1999, 571면 이하). 모두 증권

취득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설의 취지는 참조할 만하다.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설은, 손해의 확정과

평가는 별개이며 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에는 결국 구두변론종결시에 평가를 하

게 되므로 평가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본다(곽윤직 편, 민법주해Ⅸ(채권2), 572

면). 한편 기준시를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로 하자는 견해, 손해발생시

부터 판결시까지 사이에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한 때로 하자는 견해도 주장되었

으나, 이 견해들에 따르면 채권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때에 청구를 하거나 중간

최고가격을 선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불합

리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학자는 없다(곽윤직 편, 민법주해Ⅸ(채권2), 571면).

180) 한편,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에서는 제126조의 손해

배상액이 추정규정임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

진 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풀려진 부분

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의 형성

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아

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

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

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

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하여 실제로 다른 요인

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추정을 깰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바 있다.

181) 관련하여 민법상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하는 견해, 책임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다원적으로 파

악하는 견해가 존재한다(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109면). 판례는 일반적

으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의 등귀가격은 특별손해로 보며(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61359·61366

판결),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4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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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상 회사에 관한 공시서류에 부실

공시가 있었던 경우 증권취득자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증권취득자는 실질적으로 증권의 취득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인과관계,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의 무거운 

증명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

한 증명책임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환되어 있다. 공시서류의 중

요사항에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증권취득자가 증명

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감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경우가 많

고, 더욱이 관련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등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상 유죄182)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 재

판에서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점

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183) 이 점에 대한 증명의 부

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만든 규정이고 자본시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발행인이나 감사인 

등 전문가들과 일반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고려하면, 투자자가 민

법상 일반원칙에 비해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82)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183) 외부감사인에 대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이 감사절차를 지

적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패소 확률은 매우 높은데, 이러한 감사절차 지적은

다른 사후 사건(예컨대 사후감리조치나 시장의 규제조치 등)과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이한상,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통계분석, 한국회계학회,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 2014.12.4., 35면,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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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법상의 손해액 추정

가. 손해액의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일반 불법행위원칙에 따르면 손해액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은 제126조184), 제162조185), 제170조186)에 투자자를 보

184)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

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

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5)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

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6)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

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

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

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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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손해액 추정규정과 손해액 및 손해인

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요

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가의 등락분 중 감사인의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용이한 것이 아님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증명을 요구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법정하고

자 한 것이라 판시한바 있다.187) 

  자본시장법의 손해액 추정규정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추정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이는 추정규정이므로188) 손해배상의무자가 투자자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7) 헌법재판소 1996.10.04. 선고 94헌가8 결정. 구 증권거래법을 대상으로 한 결정

이나, 현행 자본시장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188) 위 헌법재판소 1996.10.04. 선고 94헌가8 결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15조(자

본시장법 제126조에 해당)에서 규정하던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

급한 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손해배상의 범위를 간주의 형식으로 법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주규정

이 아닌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 근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와 법정손해액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증권투자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만 믿

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증권가격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적 제요인들에 민감히 반응함을 그 속성으로 하

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식투자 및 가격하락분

중 감사인의 부실감사 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는 감사인이 면책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한다. 둘째, 구 증권거래법

제15조에 규정된 법정손해액이 주식투자자의 최소한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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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실공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면책된다(자본시장법 제

126조 제2항, 제162조 제4항, 제170조 제3항). 손해액과 손해인과

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손해액 및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손해배상의무자

에게 명시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규정들이다.189)190) 

  이처럼 증명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의무자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손해인과관계와 그 손해

(액)은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의무자가 부실공시와 투

자자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또는 손해액이 법정추정액

보다 적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를 시도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

우전자 분식회계 사건에서였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증권거래

법 제186조의5191)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192)의 규정을 

는 것이다. 오히려 위 규정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받은 재

산권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또는 통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회통념상 생각

되는 최소한의 이익이나 손해를 쉽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의 곤란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증권가

격 결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하고 법원에 심리상

의 부담을 주는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자본시장법 제126조는 그 법적 성격

이 추정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1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참조.

190) 판례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

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자

본시장법 제126조 제2항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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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19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

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

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

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

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

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

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

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

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

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

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

191) 현행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해당.

192) 현행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

193) 현행 자본시장법 제126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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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 후 그로 인

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풀려진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의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

계 및 부실감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

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

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하였다.194) 

나. 유통시장에서 증권의 특정과 손해액의 산정방법

  유통시장에서 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런데 증권을 처분한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증권 중 어느 

것을 처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증권의 취득가액에서 처분가

액 또는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제162조 제3항) 그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판례들이 있다. 

투자자인 원고가 증권의 특정을 위하여 원고가 주식을 매도할 때마

194)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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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주식의 매수가격을 특정하

여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청

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

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한 주식들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결국 이유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현행 증권예탁

결제제도 아래서는 특정의 유가증권이라도 일단 증권예탁원에 예탁

되면 그 순간 다른 동종의 유가증권과 혼합되어 특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예탁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

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가 없고, 단지 유가증권의 종

류, 종목, 수량만을 지정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으며, 유가증권을 취

득한 자는 자신이 취득한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한다. 한편, 이동평균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

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금액

을 장부 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주식의 취득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대

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 엄격하

게 당해 유가증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의 매수가격 및 매도가격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손해액을 법정한 증권거래법 제15조 규정의 취지를 몰각

시키는 것이므로, 법원은 합목적적으로 위 규정을 해석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실공

시 이후에 취득한 증권을 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주식을 처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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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

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195)196) 동일

한 취지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기간 중에 취득한 주식에 대응하는 처분주식을 특정함에 있

어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

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

시한 경우도 있다.197) 

3. 민법 및 외감법상 손해액 산정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투자자가 입은 손

해액에 대하여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195) 서울고등법원 2008.4.16. 선고 2004나45730 판결. 이 판결은 상고기각됨으로써

(2008다31737) 확정되었다.

196) 관련하여, 유통시장에서는 발행시장과는 달리 부실공시 전에도 투자자가 증권

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통시장에서도 발행시장에서의 손해액 추정

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부실공시 이전에 취득

한 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

할 수 없고 부실공시 후에 취득한 증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비판의 요지는 투자자가 부실공시 전과 후의 두 시점에 증권을 매수하

고 그 일부를 변론종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증권이 부실공시 전에 취득

한 것인지 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변론종결시의 가격이 처분시

의 가격과 다르다면 처분주식을 언제 매수한 주식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상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280-281면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3 결정)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손해배상 대상증권의

취득시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손해액의 추정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1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1.0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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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

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

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

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본 경우

도 있고198),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은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증권을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청

구권자가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증권의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경우199)

도 있다.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없는 민법 제750조 및 외감법 제17조의 책

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인데, 차액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워낙 다양한데다 

복잡다단한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증권 투자자

들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200) 판례의 태도가 확

198)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

결(한국강관사건).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분식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소외 회사의 주식 가격과 원

고의 실제 취득 가격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 근거의 하나였다.

199) 대법원 2013.10.25. 선고 2013가합5045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

고 2012가합501900 판결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를 근거로 한 청구에 대

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200) 손해액의 산정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참조.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개

략적으로 설명하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원고가 입단계약을 체결한 축구선수

를 상대로, 입단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

원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

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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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

시장법상의 손해액 추정규정이 차액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201)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

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실심 법원은 그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판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에서 위자료 내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구하지 않은 정신적 손해 기타 무형적 손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

의 판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재산적 손해

액 인정을 위한 법리의 판시로 볼 것이라고 한다.

201) 김재형,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 2004, 1201)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참조. 저자는

각주 200 판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한다.

396-397면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재산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

고 있다고 한다. 398-400면에서는, 실제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혼

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며, 통상적인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수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변론의 취지나 증거조사를 고려하여 손

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만큼 자유재량이 허용되지는

않겠지만 제반 사정을 토대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00면에 의하면,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

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42892,42908 판결 등), 저작권법 제126조, 특허법 제

128조 제6항 등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

운 때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6조 등의 규정과 같은 내용

을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손해배상산정의 지침으로 승

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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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개관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인은 그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 투자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 등 내부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인으

로서는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

의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는 당해 기업 자신이 가장 잘 알 수밖

에 없으므로 그 상태를 기록한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일차적으로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에만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책임을 맡겨두면 거짓을 말해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 

도리가 없으므로 법률에서 그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

도록 규정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 공시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외감법이다. 외부감사를 수행

하는 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으로 구성된 

회계법인인데, 이러한 외부감사인은 법정된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회계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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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외부감사와 임의감사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회계감사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재무제표의 

분식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그 재무제표의 작성주체인 피감사회사

에게 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감사인은 이차적 책임

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회계감사준칙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중

요한 왜곡표시는 오류에 의한 경우보다 부정에 의한 경우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부정이 일어날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기록이나 문서의 위조, 거래 기록에 대한 조직적

인 왜곡 및 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나 허위정보의 제공 등 정교하

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관계기관의 공

모가 개입된다면 감사인에 의한 부정적발은 더욱 곤란하고 그 증거

가 허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사인이 부정을 적발할 가능성

은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의 조작 정도, 부정행위의 빈도와 범위, 부

정의 금액적 크기, 회사의 내부 또는 외부와의 공모 정도 그리고 관

련자들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준칙 

240-15). 그러므로 감사대상 회사 관계자 등이 고의로 부정을 은폐

하려고 한 경우 현실적으로 자금부정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권한

이 없는 회계 법인으로서는 주어진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의 부정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202)

이와 같은 회계감사의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감사인

이 피감사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2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6.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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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

원회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

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7조 제4항), 법리상 

감사인은 피감사회사 및 해당 회사의 이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과중하

게 인정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판례는 독특한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

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 왔으나, 학계와 실무에서 증권관련 집

단소송법의 도입과 맞물려 이른바 법정의 비례책임제 도입 필요성

이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203)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른바 비

례책임제가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 제5항, 제6항(2013년 12월 

30일 개정),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 단서, 제170조 제1항, 제

241조 제2항 단서(2014년 1월 28일 개정)에 도입되었다. 

2. 판례의 책임제한의 법리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나 외감법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도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204), 특히 과실상계는 적용시 법리상

203) 최문희,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2014.10.), 한국법학원, 242면.

204) 권영준,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민사법학 제64호

(2013.9.), 한국민사법학회, 324면. 이에 따르면 우리 판례를 보면 책임배분에 신

의칙이나 형평의 이념을 염두에 두는 사례가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

상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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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주로 적용한다.205)206)207)208) 특히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고

의로 재무제표 분식행위를 한 피감사회사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과한 이차적 책임자에 불과함209)에도, 특히 

2013년 12월 비례책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피감사회사 및 그 이

사들과의 연대책임이라는 원칙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

이념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곤 한다.

205) 임재연, 앞의 책, 466면. 저자는 이어서 자본시장법상의 손해액 추정규정은 법

률상 추정이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하려면 본증에 의한 증명이 요구되는데도 대

법원은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에서와 같은 책임제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법률구성만 달리 한 것이라는 시각

에서 본다면 반드시 서로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6) 우리나라에서 판례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이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대

구고등법원 1996.11.14. 선고 96나939 판결이라고 한다. 권순일, “공동불법행위책

임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동불법행위자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21세기 한

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심당송상현선생

화갑기념론문집위원회, 2002, 327면.

207) 그러나 언제나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전체적 평가설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기도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0가합9727, 2010가합25866 판결(병합) 참조.

208)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다르나,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 경우에도 판례는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입각하여 손해배상책

임액을 정한 예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2.1.15. 선고 2001나36612 판결(상고가

되지 않아 2심에서 확정) 등. 우리 법은 현재 법원이 재량으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을 내세워 책임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최문희,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214-216면 참조. (이하에서 ‘최문희, 앞의 논문’이라 함은 본 박사학위논문이 아

닌 각주 193에서 인용한 ‘최문희,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

한 운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2014.10.), 한국법학원’을 말한다.)

209) 이와 관련하여, 이준섭, 앞의 책, 230면. 이에 의하면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

사회사의 일차적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이차적인 과실책임

이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차적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피

감사회사보다는 감사인을 상대로 하는 책임추궁이 집중되면서 감사인이 과다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불형평성이 나타나므로 비례성의 문제가 등장하며, 국내외

를 막론하고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3년 12

월 비례책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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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제한은 매우 중요했다. 

  판례는 자본시장법(또는 구 증권거래법)이나 외감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

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

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

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

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

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210)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판례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정도나 그 고의성의 유무, 주의의

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을 별

210)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나아가 본 판결은 “피해자

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

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

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

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

시하였는데, 이 역시 다른 판결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확립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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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한다.211)212) 그런데 그 배상의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자

로 평가된다. 이 점이 법원이 과실상계보다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사

용해온 주된 배경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

다.

  분식회계가 발견된 경우 투자자에 대한 대표적인 손해배상의무자

는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이라 할 것이다. 피감사회사는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하여 작성한 불법행위자이고, 감사인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작성한 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피감사회사와 감

사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213) 민법 제760조가 

규정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공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객관적 공동설을 취하고 있

다. 객관적 공동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째, 행위자 각자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각 행위자 사이에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

련공동에는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211) 서울고등법원 2015.2.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등 참조.

212) 특히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참조. 한편, 김희철,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4편 제3권(2011.9.30.), 한국상사판례학회,

232-234면에 의하면, 이 판결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공동불법

행위자들간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기존의 대법

원 판례들과는 다른 입장이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판례변경을 하였어

야 한다고 평가한다.

213) 서울고법 2008.09.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피감사회사의)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

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공

동설에 따르면 피감사회사도 당연히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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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족하다.214)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부실공시라는 

점에 있어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우리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원칙인 분할책임을 배제하고 있다.215) 이 때 민법이 연대채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공동불법행위자 각자가 전부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

으며 통설과 판례는 그 성질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고 있다.216)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에서와는 달리 채무자간 공동

목적에 의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217) 공동불법행위

자들간의 구상권은 인정된다고 본다.218)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

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219)

  그런데 한편 법원은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시 공동불

214) 곽윤직 편, 민법주해ⅤⅨ(채권12), 박영사, 2012, 133면(정태윤 집필부분).

215)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14면(오병철 집필부

분).

216) 곽윤직, 채권각론, 526면;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8), 514면(오병철 집필부

분); 곽윤직 편, 민법주해ⅤⅨ(채권12), 205면(정태윤 집필부분).

217) 곽윤직 편, 민법주해Ⅹ(채권3), 박영사, 1999, 81면(차한성 집필부분).

218) 곽윤직 편, 민법주해ⅤⅨ(채권12), 209면(정태윤 집필부분) 참조.

219)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곽윤직, 채권각론, 530-531면;

곽윤직 편, 민법주해ⅤⅨ(채권12), 210면(정태윤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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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해 각 별개의 소를 

진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 평가설을 취하고 있

다.220) 이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감사회사나 그 임원 및 감

사인인 회계법인은 동일한 비율로 과실상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현

실적으로 자력이 가장 풍부한 회계법인이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하여도 대

개 무자력 상태에 빠진 피감사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

익이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법리를 통해 

일차적 책임자인 피감사회사와 이차적 책임자인 감사인의 책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사자간의 형평 및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 왔다

고 평가할 수 있다.221) 

3. 법률상 책임 제한

220) 대법원 2000.09.0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

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

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

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

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21) 다만 이러한 책임제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은 존재한다. 관련하여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등에서는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본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은 대개 인정된 손해액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책임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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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례책임제의 도입

  비례책임제도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발생에 따른 기여 내지 책임의 정도에 비례

해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청구자에 대한 배상범위를 달리 

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배상할 자의 책임을 기여과실에 비례하여 부

과한다는 점에서 비례책임이라고 부른다.222) 이미 살펴본 것처럼 최

근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비례

책임제가 도입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일단 정

책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례책임제가 도입된 2014년 1

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

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

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

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

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

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고, 현행 연대책임제도 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

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

정인바,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

222) 최광선,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43

호(2014.8.),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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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책임

의 도입에는 이와 같은 회계감사의 본질적 한계뿐 아니라 손해배상

액에 비할 때 낮은 감사보수 수준, 우리나라에서 특히 감사인에 대

해서 거액의 책임위협이 있었다는 점이 감안되었다고 한다.

223)224)225)

나. 비례책임제의 내용

  외감법 제17조 외에도 자본시장법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과 관련한 비례책임제가 도입되었으나(제115조, 제170조, 제241

조),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외감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223) 최문희, 앞의 논문, 263면. 특히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서 외부감사를 맡

았던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금융기관에게 156

억 원을 배상하였지만, 당해 회계법인이 3년간 지급받은 감사보수는 총 3억 9천

만 원이었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3노1555, 2004노1951(병합),

대법원 2008.5.2. 선고 2005도4640 판결).

224) 해산 당시 국내 4위 규모의 회계법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던 코오롱TNS의 분식회계로 인해 총 8건, 합계 약 200억 원 가량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서 최종 판결 이전에 채권압류 등으로 2007년 6월 해

산하고 말았는데, 당시 연간 감사보수는 2,5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조상규, 앞

의 논문, 310면).

225) 김건식·윤진수, 앞의 연구보고서, 129면에 의하면, 법률상 제한의 방법으로 비

례책임제 도입 외에도 배상액수의 절대적 제한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상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제한을 두는 것처

럼 위험의 발생률이 높고 위험의 정도도 무한책임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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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15조226)와 제241조227)의 내용 역시 외감법 제17조

에 규정된 비례책임제의 기본 골자와 동일하므로 외감법 제17조를 

기준으로 살핀다. 

226)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

탁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

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

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27)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

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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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

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

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

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감사

회사의 이사나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228)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외감법 제

17조 제4항 본문), 손해배상의무자가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동항 단서). 

  그러나 비례책임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228) 공동불법행위로 해석되며 그 성질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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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그 손해배상청구일

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합산금액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예외의 예외를 설정하였다(외감법 제1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또한,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한 자가 책임비율의 50% 범위에

서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

련하였다(외감법 제17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229)

다. 책임제한 법리와의 관계 및 비례책임조항의 해석

  이미 검토하였듯 비례책임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법원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비

례책임제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판례의 책임제한 법리와 신설된 비례책임제와의 주된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책임제한의 법리 하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였으나, 비례책임제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

자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외감

법 제17조 제4항 단서). 둘째, 기존 책임제한의 법리가 실질적으로 

피고들간의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평가하는 결과를 

229)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최광

선,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2014.8.), 한국법학원; 최문희,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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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하더라도, 본질은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에서 책임을 조

정하는 과실상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 반면, 비례책임제는 피고들

간의 관계에서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례들이 과실상계가 아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해온 취지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대해 전체적 평가설을 취하는 원칙에 반하지 않고도 형평 및 구체

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졌던 점을 고려하면, 비례책

임제가 도입된 지금은 원칙대로 전체적 평가설에 따라 원고와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간에 과실상계를 한 후 각 피고들간의 귀책사

유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책임비율에 따라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에 대한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기존에는 수인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었더라도 공통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

임을 부담해야 했던 반면, 새로이 도입된 비례책임제 하에서는 비례

책임을 적용받은 과실책임자 간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고 해석된

다.230) 

230) 예컨대 인정된 원고의 손해액이 1,000원이라 가정하여 본다. 판례의 기존 책임

제한 논리에 따라 피감사회사의 이사가 50%,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10%로 책임

이 제한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각자 500원, 100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10%

부분인 100원에 대해서는 양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신설된 비례책임제

에 따라 피고 2인이 모두 과실책임자로 인정되어 각 귀책비율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이 90%, 10%로 정해졌고 원고의 과실이 50%로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

상계를 한 500원에 대하여 각 450원, 50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한

편 책임제한의 사례의 기존 법리에 따르면 피감사회사의 이사가 500원을 배상

한 경우 감사인에게 초과 배상부분인 10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례책임제 하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피고 전원이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와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공존하는 경우에 대한 구상권 논의에 대해서는, 최문희, 앞의 논문, 280-2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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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상책임과 면책) ①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조, 변조, 허위 기

타 부정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거나 감사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감사인에

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와 같은 회사의 잘못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

용을 부담하고, 감사인이 소송 결과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도 

회사는 감사인을 면책시킬 의무가 있다.

② 감사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와 검토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

  

4. 계약상 책임 제한

가. 감사계약서상의 책임제한 규정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예시적인 외부감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표준 외부감사계약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감사인의 손해배

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공시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지급받는 감사보수에 비하여 예측 불가

능할 정도로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계약상 면책 또는 책

임 제한으로 규제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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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감사인은 이 계약에 의

거 수령하는 해당연도 감사보수의      배(몇배 한도가 없는 경

우에는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감사인의 감사와 검토 수행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손해와 비용 등에 대하여 감사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감사인의 고의적인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가 제기하는 어떠한 형태의 배상청구, 책임, 비용 등에 대하여 

감사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나. 관련 판례

  실제로 많은 회계법인들이 이 표준 외부감사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 외부감사계약서의 면책 및 책임제한 규정과 관련하

여 논란이 된 일이 있어 흥미롭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4나5304 판결(2심)이 그것인데, 현재 양 당사자 모두가 상고하

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분식회계와 부실

공시가 문제되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와 그 외부감사인에 대해 자

본시장법 및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 모두에 대한 책

임이 인정된 선행사건231)과 관련,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조로 금

원을 지급한 해당 회사가 감사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여 인정받

2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0가합9727, 2010가합25866 판결(병합).

그 후 피고 중 피감사회사의 임직원은 원고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되었고, 감사인인 회계법인만이 피고가 되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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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감사인은 해당 회사와 체결하였던 외부감

사계약서를 근거로 책임 감면의 주장을 했는데, 그 때 근거로 제시

한 외부감사계약서의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가 예시로 제시하고 있

는 위 외부감사계약서의 면책조항과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인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원고가 사실을 은폐하였고 그 계

약서 등 관련 문서도 피고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사과정

에서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고, 나아가 사실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은 감사팀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감사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와 피

고 회계법인 사이의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1항(위 예시 외부감사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해당)에 따라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 회계법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

위책임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분식

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

13조 제3항(위 예시 외부감사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해당)에 따라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셋째, 피

고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위 예시 외부감사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해당)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피고 회계법인이 감

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감사보수 합계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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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232)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1항은 감사 자료

의 제공과 관련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 회계법인이 직접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원

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허위의 재

무제표를 공시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후 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

로 배척하면서, 위 제13조 제1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주된 원인이 감

사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귀책사유 외에 위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까지 원고가 전부 책

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만일 이와 달리 

위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제3자

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고가 전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면,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232) 판례는 판단의 전제로 대상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1, 2, 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① 제1항은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계법인에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직접 손해를 입거나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

궁당한 경우 이를 전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이고, ② 제2항은 피고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행위나 감사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

고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당해 연도

감사보수 수령액으로 제한한다는 약정이며, ③ 제3항은 피고 회계법인의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그에 대한 위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기로 하되, ‘위 피고의 계약사항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위법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 예외로 한다는

약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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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33) 피

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

3항에 따르면 피고 회계법인은 ‘위 피고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는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 피고 공인회계사는 위 

각 재무제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각 감사보고서에 

거짓의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공인회계사의 위 고의나 과실은 피고 회계법인의 고의나 과실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은 피고 회계법인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들의 세 번

째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

정이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위 피고에게 

구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다.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3) 이 사건 피고 공인회계사가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각

재무제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또는 이를 쉽

게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각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하였

고, 이와 같은 위 피고의 잘못도 원고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한편 피고 공인회계사는 피고 회계법인의 이행보조자

이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 공인회계사의 고의나 과실은

곧 피고 회계법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민법 제391조),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1항을 들어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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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나항의 판시는 항소심 판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이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2항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

는지, 만일 그렇다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략적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

음과 같다.

  피고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주권상장법인용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사용하였다. 피고 회계법인은 원

고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위 표준외부감사계

약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사

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는 위 표준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234)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

은 피고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

한다.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사업자, 이행 보

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

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제2호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234) 현행 예시 외부감사계약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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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기는 조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은 제13

조 제2항은 피고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액 한도로 손해배상책임

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7

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2007

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원고의 분식회계와 피고들의 부실

감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담해야 할 

총 손해액에 비하여 피고들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

터 받은 감사보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회사가 작성한 재무

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 및 감사

에 대한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외감법 제17조 제1항 1문에서는 감사인

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감

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외부

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외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

의 민․형사상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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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당해 연도 감

사보수금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외부감

사인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은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라도 외부감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위와 같이 대폭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을 유효라고 한다면,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데 고의 또는 중과

실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기재를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종국적으로 감사를 받는 회사에 전가하거나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외감법에서 외부감사인의 잘못에 대한 책

임을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

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게 부담

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들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

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계약상 책임 제한의 한계

  판례는 고의로 분식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인 피감사회사가 직접 

과실의 불법행위자인 감사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거나 계약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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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묻는 것을 신의칙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235) 반면 피감

사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에 관하여 외

부감사인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대부분의 판례의 태도처럼 투자자의 피감

사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책임제한의 법리

에 따라 각 피고의 책임비율을 별도로 산정한 경우라면 특별히 구

상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피감사회

사와 감사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전체적 평가

설이 적용되었을 뿐 공평의 원리에 근거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검토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피감사회사가 감사

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서를 통해 

의도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심

지어 손해배상책임의 감사보수 한도규정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

효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 대해 직접 불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차피 신의칙상 쉽사리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지나치게 과다해질 수 있는 감사인

의 책임을 계약상으로 제한해 보고자 한 감사인의 의도는 무의미해

진다. 

  한편,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간에 체결하는 감사계약서 또는 위 면

책조항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

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16. 선고 2002가합51727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05.6.29. 선고 2004나74417 판결(2심). 이 판결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

다41030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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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236)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감사인 자유선

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의 

고객사라는 점에서 표준 감사계약서를 기초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합

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위 1심 판결에 명시되어 있듯 

이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감사인이 2년에 걸쳐 

지급받은 감사보수액의 10배가 넘었다.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사보수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감사인의 시각에서 보면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지급받는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감사인에 대한 적절한 책임 제한은 

필요하지만 계약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6)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제62호(2013.3.),

한국민사법학회,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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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금융당국 등에 의해 회계부정이 밝혀지는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과 그 임원 및 외부감사인을 한 묶음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또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부감사의 경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 뿐더러 실질적으로 감사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237),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부실감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게 지우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 제기가 회계 비전문가인 투자자

들 입장에서 반드시 비합리적이거나 막무가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238)에 있는 이러한 투망식 소송은 

남소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더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투자자가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남소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건

이 문제되지만, 결국 “감사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23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2/2015081204029.html

(2015.8.13. 조선비즈) 참조.

238)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509/e20150910181811141570.htm

(2015.9.10. 서울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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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무상 주된 쟁점이 된다. 이는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인 판단

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감

사 현실 하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기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감사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를 현실화하고 감

사일정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

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감사철에는 공인회계사가 과로가 원

인이 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만큼 감사일정이 지나치게 집중

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결산일을 분산시킴으로써 감사시

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수

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수 및 감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

문에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유명한 대우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실체는 관련 판례에

도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상 분식회계가 

행해져 왔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 해주거나 며칠간 피감

사법인을 방문하여 형식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

다. 지금은 이런 관행이 많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감사인이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에는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 아예 없거나 감사인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실제로 회계적정성 평가에서 국제적

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239) 따라서 감사인 및 기업에 

239) 국제적으로 회계적정성이 평가대상 61개국 중 60위라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

다는 점에 대하여,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92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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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속적인 회계투명성 교육과 더불어, 감사보수의 현실화, 상장

법인들의 결산시점 분산, 지정감사제의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감

사품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분식 

자체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겠지만, 감사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되어 투자

자들은 보다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실한 재무제표가 

공시되었을 위험이 낮고 그 부실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는 전보

된다는 믿음이 생겨난다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나 자

본시장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감사인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비판은 감사의 본질에 비추

어 감사인이 일차적 책임자가 될 수 없음에도 정당한 책임 이상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나왔던 것이다. 일정한 규모와 자질을 갖춘 감

사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감사

인에게 원래 부담하여야 할 책임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고사하게 하거나, 지나친 위험부담으로 보험회사조차

도 감사인의 위험을 인수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감

사보수의 지나친 증가로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바

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자본시장

법, 외감법, 민법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

한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비례

책임제가 도입되어 감사인에 대한 책임 제한의 근거가 명문으로 마

련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법원에서 공평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측면에

(2015. 9. 25. 매일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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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제한하여 왔으므로 비례책임제가 실제 적

용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는 앞

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사례의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투자자의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감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면책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될 때 투망식 

소송과 남소의 부작용이 줄어들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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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ourts in Korea are recently witnessing a growing 

number of investors seeking to hold the auditor liable for the 

damages they suffered due to accou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a company they invested in. The laws provi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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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such claims ar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Civil Law. 

When faced with a claim for damages filed by the investors, 

the auditor is placed under a heavy burden given that the 

plaintiffs, who in most cases collectively file a lawsuit, claim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s in aggregate and that it is 

actually the auditor, not the plaintiffs, who is charg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major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defendant’s liabil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damages were 

incurred as a result of an act that is illegal in nature. It is 

particularly notable that aside from the cases filed on the 

basis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or the External Audit 

Act, which provide for a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courts have imposed upon the auditor a de facto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of the causation even in the cases 

involving tort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Examining the 

logic behind the judicial judgments rendered on the basis of 

the Civil Law holds great significance. That is because not 

only have courts maintained a consistent stance that a claim 

mad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or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at made under the Civil Law competes with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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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but the auditor’s liability for the damages claimed is 

often decided based on whether the auditor is responsible for 

tort under the Civil Law for the reason that the specified 

period of time for bringing a claim under the statute of 

repose prescrib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and/or the 

External Audit Act has expired, which is shorter than that 

und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ivil Law. 

The aforementioned tendency of courts to assume such 

causation in determining tort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is 

not based upon an explicit legal provision or an established 

principle of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held the view that 

courts adopted the foregoing attitude in reliance upon the 

“fraud-on-the-market theory” under the US Securities Act. 

However, the theory is highly controversial even in the US 

and has been recently losing ground within the US Supreme 

Court, hence the need for a critical study of the 

aforementioned judicial precedents. In essence, together with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roles auditors play in our 

society, it should be du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auditor merely bears a secondary liability for the tort, who 

failed by negligence to discover the company’s 

window-dressing, as opposed to the company which 

committed the fraud by willful intent. In this regar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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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asonable to hold the auditor liable beyond the level 

explicitly specified in the law, and a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aimed at protecting 

investors. Further, these two special laws require critical 

review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Also relevant to note is that courts have significantly limited 

the auditor’s share of liability in their rulings by virtue of a 

unique logic of liability limitation. Such judgments often cit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or the concept of fairness as 

the grounds for limiting the auditor’s liability, presumably for 

the purpose of avoiding an absurd situation where the auditor, 

who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company if held liable by the court, ends 

up taking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due to the company’s practical insolvency 

despite the fact that the auditor only bears a secondary 

liability whose illegality is much less severe than that of the 

company. 

As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recently introduced the concept of proportionate liability, the 

auditor, if no willful intent was involved, now is li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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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e for the damage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 of liability decided by the court. This is a welcome 

move, which will protect auditors against undue liability 

imposed beyond a reasonable level. That said, because the 

concept is not applicable to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language used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proportionate liability lacks clarity or consideration of certain 

pertinent aspects, the unique logic that has been used by 

courts to limit the auditor’s liability continues to be valid to 

this day. For now, there is no precedent where the concept 

of proportionate liability was actually considered, which means 

courts’ posi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roportionate liability 

and limitation on the auditor’s liability is unknown yet. For 

this, continued study is required with relevant precedents to 

be established down the road. 

Keywords: auditor, external auditor,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limitation of auditor’s liability,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fraud-on-the-market theory, 

proportionat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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