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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초록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비례책임이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이 되

어가지만 아직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비례책임은 공동불법행

위자에게 연대채무를 부담시켜 무자력의 위험을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

게 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바, 고의가 없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

하여 자신의 책임비율만큼만 책임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완화시키

는 제도이다. 책임 제한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회계감

사 업무의 특징, 명성자본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서는 책임제한이 필요한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법

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비례책임 제도의 도입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비례책임 제도를 취하는 국가들도 그 국가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4장 이하에

서는 현행 비례책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

다,

   비례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사․감사․감사위원, 증권인수인에게는 

비례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게이트키퍼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방

향이 바람직하다.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중과실이 있는 자에게도 비례책

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실 기준은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통

해 살펴보았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는 비례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나아가 회사에 대한 책임, 민법상 책임에의 적

용 여부, 계약에 의한 비례책임 배제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비례책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책임비율인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

가 비례책임자만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연대책임자가 있



- ii -

는 경우 그 자의 단독책임 부분은 그 자의 구상권 행사 가부에 따라 다

르다. 아울러 책임비율 산정 요소를 검토하였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

여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책임부분을 넘어 변제한 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고의의 행위자도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 

비례책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임․사무관리 등에 따른 것이고, 연대책

임자나 추가배상의무자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책임

자・추가배상의무자의 구상범위는 비례책임자의 구상범위와 다르다. 일

부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기준

으로 하되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게 

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끝으로 추가배상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 비례책임 사안에 

대해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먼저 어떠한 판결이 있고 그 후에 선

행된 판결에서 누락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려는 

경우, 미국이나 호주의 초과배상 금지 규정과 피고 추가 제도의 도입 가

능성과 필요성, 판결주문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 게이트키퍼, 책임비율, 구상, 화해, 초

과배상 금지

학  번 : 2015-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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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이를 감사했던 안진회계법

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약 7,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

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실감사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은 82건이며 이 중 20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 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236억원의 손

해배상책임을 졌다. 또 2018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99

건으로 17개의 회계법인이 피소됐고 소송가액은 3192억 원이었다2). 이렇

듯 분식회계가 문제될 때마다 해당회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이 함께 피

고로 등장하곤 한다. 이런 경우 보통 분식회계를 자행한 회사로부터는 

배상받기 어려운 반면,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등 명목으로 적립을 하고 있거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의 행위가 분식회

계를 행한 회사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

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개입하여 감사만 해주는 회계감사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넘어 전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었고, 비례책임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책임액의 제한을 인정함으로써 비례책임

과 유사한 효과를 유도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명문으로 비례책임을 도

입함으로써,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이하 ‘감사’라고만 함3))와 함께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1) “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계사들에 유죄 확정”, 조세금융신문, 2018. 3. 27. 참조.

2)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회계법인 사업보고서(‘18.3월말) 분석 및 시사점”, 2018. 9. 5.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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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외감법4) 제17조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이하 

‘자본시장법’)은 회계감사인6)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일

부조항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5조, 제170조, 제241조 

참조). 이 글에서의 비례책임은 기본적으로 외감법 규정과 같이 고의가 

없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의 책임비율7)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

의 책임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책임비율’

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책임부담비율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종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이론에 의하면, 각 공동불법

행위자사이의 책임 비율은 그들 내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들 중 일부의 무자력의 위험은 다른 가해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비례책임은 그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점

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외감법 제31조 제4항상 ‘이사, 감사’의 책임에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회계감사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때이므로 제4장에서 비례책임의 책임주체를 논할 때를 빼고는, 회계감사인의 책

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4)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외감법 제31조는 2018. 3. 20. 개정되어 2011. 11. 1.부터 시행 중인 것인

데, 회계감사인의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과 성립범위을 다루는 제31조와, 2013. 12. 

30.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14. 7. 1.부터 시행한 구 외감법 제17조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현행법 제31조 제7항에 농협은행이나 수협은

행이 포함된 점(제3호),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점(구 외감법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했으나, 현행법 제31조 제9항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행사하면 됨)을 제외하고는 구 외감법 제17조의 내용의 문

구를 다듬은 정도로 보인다.

5)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170조, 제241조는 2014. 1. 28.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같

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6) 「외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114조 제3항 참조). 이하 외감

법상의 감사인이나 자본시장법상의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지칭한다.

7)  이 글에서 ‘책임비율’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것(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 

제한 등)과 별개의 것인,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책임부담비율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

리고 ‘책임 제한’은 판례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책임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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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4년 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8)9). 

  비례책임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제도의 도입 전에는 상대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감사인에게 기여도가 높은 회사의 이사와 동

일하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 또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부당하

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논문이 많고10), 도입 후에는 주로 도

입의 타당성에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안,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1).

제2절 논의의 범위와 순서

  대법원 판례가 연대책임을 천명하면서도 비례책임12)과 유사한 효과를 

8) 외감법 제17조 제4항이나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의 비례책임 규정으로 하급심까지 검색하였

으나(국가법령정보센터, 로앤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고을LX),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서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한 사례만 발견되었다. 아직 해당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다툼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

께 물을 수 있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참조), 만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의 청구를 한 사안이었다면 당사자

의 주장이 없더라도 비례책임 적용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직권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비례책임 적용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주장한 경우였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른 비례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

다(‘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10) 이준봉; 최문희(2005); 이창우‧고종권‧전규안; 백승재; 안태준(2004)

11) 최문희(2014); 최광선(2014a); 이성우; 이준섭(2014)

12)  ‘분할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안수현(2004b); 최문희(2014) p. 245 참조], 특

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가지는 일반적인 분할책임과는 다르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일정한 부담부분

이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

례적 분할 책임’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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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책임 제한을 묵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제2장제3절Ⅰ. 참조), 

민법 개정 논의에서 기여도에 따른 경감 허용 규정 신설이 거론되다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로 인해 통과되지 않은 바 있다13). 대신 현행 외감법

과 자본시장법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관련 책임에 한하여 비례책

임을 규정하고 있다14). 일반 공동불법행위의 태양과 이를 규율하는 입법 

또는 사법(司法)환경이 다양하므로 현재 비례책임이 도입되어 있는 회계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동불법행위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현행법도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만 비례

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

임을 위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제2장제1절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특성과 비례책임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법연혁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회계감사인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

는 기존 판례에 따른 책임제한 방법을 본 후 비례책임과 비교하여 본다.

  제3장에서는 비례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규정과 비례책임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비례책임 성립과 관련하여 책임주체, 귀책사유, 비례책임

이 적용되는 증권시장, 공시서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 특약에 의한 배제 가부를 논한다.

(proportional liability 또는 proportionate liability)’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는 ‘비례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아직까지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의 비례책임 

규정이 적용된 판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글에 소개된 판례나 판결에 ‘비례책임’이라는 용어

가 등장하지는 않으며, 민법에는 비례책임 규정이 없어 민법 주석서 등에는 역시 위 용어가 쓰

이지 않는바,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언급을 할 때에는 ‘분할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3) 초기의 개정시안에서는 객관적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기여도가 경미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자의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가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감액규

정을 따로 두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권영준(2013b) pp.336-337 참조].

14) 엄밀하게는 회계감사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감사의 책임에도 적용되지만(외감법 

제17조 참조) 원칙적인 형태는 회계감사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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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책임비율

의 산정과 일반적인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와 화해

를 한 경우 나머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과 구상관계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비례책임의 예외로서 추가배상에 관한 규정, 비례책임자

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일부 가해자에 대해 먼저 선고․확정된 판결의 내용

(‘제1법원 판결’)과 그 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소가 제기된 법원

(‘제2법원’)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를 때 제2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할지, 제1법원 판결의 가해자들이 아직 판결에 따른 변제를 하기 

전에 제2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제2법원의 피고는 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끝으로, 비례책임

자가 있는 사안에서 판결주문의 형태와 피고의 추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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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

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013. 12. 30. 신설·개정 조문15)>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장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제1절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의 개요와 연혁

Ⅰ. 비례책임제도의 개요와 회계감사인 책임의 특성

<관련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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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6)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

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

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17)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1. 비례책임의 의미와 회계감사인의 책임

    외감법 제31조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이사·감사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그들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제4항). 비례책임이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할 때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내지 책임의 정도

에 비례해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청구인에 대한 배상범위를 달

리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18).

15) 비례책임 도입으로 신설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16) 외감법 시행령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

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7) 외감법 시행령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

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

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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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비례책임은 유통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작

성한 감사인의 책임에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참조. 자본시장법 

제115조(신탁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제

241조(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

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지만, 주로 

회사의 증권 발행과 유통과 관련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므로 

제17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그 이외에 증권신고서에 기재

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나 검토보

고서,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19),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되는 검토보고서 등에는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다(제4장 제1절 참조).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자신과 계약관계가 없더

라도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외감법 제31조 등 참조)20).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막론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1) 배상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과21) 2) 제3

자가 부실공시된 것을 믿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경

감하고 있다22). 또한, 3) 손해 인과관계(피고의 위반행위가 원고가 주장

18) 최광선(2014a) p. 33 참조.

19)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8호 참조.

2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참조.

21) 책임주체로 규정된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실공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117조의12 제1항 단서, 제125조 제1항 단서, 제142조 제1항 단

서, 제162조 제1항 단서) 또는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자본시장법 제115조 제4항, 제

170조 제1항, 제241조 제4항, 외감법 제31조 제7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22)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2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은 제3자가 부실공시된 것을 믿

고 이를 이용하였음(이를 ‘거래 인과관계’라고 표현한다. 고창현 p.86 참조)을 증명하도록 하

지 않고, 원칙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되 단서에서 제3자가 부실공시를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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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것)23)와 손해액을 추정한다24)25).

    제척기간을 경과하는 등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배상청구 요건

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

는 경우에도26), 원고와 회계감사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지는 문제되

지 않는다27). 또한,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 인과관

계를 추정한 바 있다28).

    대표적으로 비례책임을 도입한 국가인 미국의 경우29), 1933년 증권

법(Securities Act of 1933, 이하 ‘33년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외감법 제31조 제2항은 본문만 보면, 원고에게 거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워야 

할 듯하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부실공시와 주식 매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사실

상 추정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

고 2015다60597 판결 참조). 

23) 박승배 pp.7-8 참조.

24)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2 제2항, 제126조 제142조 제3항‧제4항, 제162조 제3항‧제4항, 제170조 제

2항‧제3항은 손해 인과관계를 일단 추정한 후 그 복멸에 관하여 규정하며, 일정한 방법으로 산

정된 금액으로 손해액을 추정한다(그에 비하여 자본시장법 제115조제4항, 제241조 제4항, 외감

법 제31조제7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에 근거해서만 청구하는 경우 일반 원칙에 따

라 원고가 손해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상 감사보고서 거짓기재와 투자자

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0246 판결 등).

25) 회계감사인은 주로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31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드

물더라도 제125조나 제162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부실공시 관련 

책임규정을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본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비례책임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7조(시세조

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의 책임은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살핀다.

2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27) 프랑스(민법 제1382조), 일본(민법 제709조)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우

리나라(민법 제750조)의 경우, 손해나 보호법익의 종류‧성격 등 보호법익의 특성에 따른 제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위법성, 인과관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고려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미국 등은 더 나

아가 이를 독자적인 논의유형으로 논의하고 있다{권영준(2012) pp.150-151 참조}.

2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29) 우리나라의 비례책임제도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한 것이다. 이는 2013. 12. 30. 개정

된 외부감사법 개정이유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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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34년법’)과 판례에 따라 일정

한 경우30)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부실공시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발

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이

나 입증책임의 소재가 우리와 유사하게 완화되어 있다31). 그러나 유통시

장에서의 부실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고가 공개시

장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한 경우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 외에는 보

통법(Common Law)상의 사기(Fraud/Deceit)에 준하여 다른 요건들의 주

장․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있고32), 배상책임자에게 단순한 과실

로는 충족할 수 없는 scienter가 있어야 한다33)고 하여 우리보다 책임의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면도 있다.

30)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상응하는 33년법 제11조가 있다. 그 이외에 

제12조 ⒜항, 제17조 ⒜항과 같은 조문들은 도 있지만 실제로 부실공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11조에 기한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창현 p.178; 김재룡 pp.176-178 

참조).

       포괄적인 사기금지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34년법에서는 제10조 ⒝항과 이에 근거한 1942년 

SEC(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채택한 Rule 10b-5가 유통시

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규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창현  

p.89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에 제소된 증권집단소송의 약 90%는 단독 또는 다른 조항과 함께 

Rule 10b-5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한다).

31)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의 경우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원고는 배상의무자의 고의․과실을 증

명할 필요가 없다. 발행회사는 면책이 불가능하고, 이사․인수인 등 발행회사의 관계자의 경우 

부실기재 사실을 몰랐고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음(Due Diligence 

항변)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33년법 제11조 ⒝항 참조). 또한, 거래 인과관계(33년법 

제11조 ⒜항), 손해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손해액도 법정 금액으로 추정된다(33년법 제11조 ⒠

항). 위반행위자들이 다수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나(33년

법 제11조 ⒡항 ⑴),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비례책임(33년법 제11조 ⒡항 ⑵(A))을 부담한다.

32) 공개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소위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에 따라 회

사의 부실공시는 그 주가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실제로 부실공시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을 신뢰하고 거래하였다면 부실공시와 투자자의 거래 사이에 거래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만(Basic, Inc. v. Levinson, 485 U. S. 224 (1988)),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고가 거래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34년법 제21D

조 ⒝항 ⑷),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34년법 제21D조 ⒠항). 그리고 악의

(knowing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가 아닌 피고들은 자신의 책임에 비례

한 책임만을 부담한다(34년법 제21D조 ⒡항).

33) Scienter는 ‘기망, 시세조종 또는 사취의 의도를 포함하는 심적 상태’로 일컬어진다(제3장 입

법례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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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 Law상의 책임으로, 사기(Fraud)3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 

책임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입증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지만 대신 계약관

계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과거에는 회계감사인

이 오직 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람(in privity with the accountant)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진다고 본35) 반면, 오늘날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그 외의 

제3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2. 회계감사인과 그 책임의 특성

   ‘게이트키퍼(gatekeeper)’란 회사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사이에

서 회사 공시 정보를 검증‧평가하여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고, 정보이

용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전문직업인(professional)들을 가리킨다37). 그리

고 회계감사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정보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적

34) ‘거짓임을 알면서 하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하는 허위진술’을 의미한다

(이전오 pp.454-455 참조).

35)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물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채 그 피해자의 소유권 이외의 재

산적 이익에만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거래와 관련하여 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이 사전에 배분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과 결부하

여 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순수 경제적 손해’라 하여 독자적인 손해

의 유형으로 인정해온 역사가 있다[권영준(2012) p.148 참조)]. 대표적으로 Ultramares Corp. v. 

Touche, Niven & Co. 판결(255 N.Y. 170, 174 N.E. 441(N.Y. App. 1931))에서 주심이었던 벤자민 

카도조(Benjamin N. Cardozo) 판사는 “불확정적인 집단에 대해 불확정적인 기간 동안 불확정

적인 액수의 책임(liability in an indeterminate amount for an indeterminate time to an 

indeterminate class)"을 우려하면서 감사 계약상의 의뢰인이나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에 한하여 원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6) 위 Ultramares Corp. v. Touche, Niven & Co. 판결 이후 원고적격을 완화하려는 접촉이론[The 

Contact Rule, 회계감사인 사이에 어떠한 접촉이 있으면 됨. 가령, White v. Guarente, 43 N.Y. 

2d 362, 401 N.Y.S. 2d 474, 372 N.E. 2d 315(N.Y. 1977))], 인식된 이용자 이론[The Known User 

Rule, 회계감사인이 감사결과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안 제3자로, 회계감사인에게 알려

진 수령인이거나 제한된 집단에 속한 일원에게 원고적격 인정. 가령, Linder Fund v. Abney, 

770 S.W.2d 437(Mo. App. E.D. 1989)], 예견 가능한 이용자 이론(The Foreseeable User Rule, 회

계감사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자이면 원고가 될 수 있음), 구체적 타당성 이론(The 

Flexible Rule, 사안에 따라 구체적 해결)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이전오 p.447-454 참

조).

37) Coffee(2004); Kraakman; 안태준(2004) p. 32; 백승재 p.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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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바38), 게이트키퍼에 해당한다. 

    게이트키퍼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유인은 무엇인가? 이는 그

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명성자본(reputation capital)으로부터 나온

다. 만약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경

우 그 명성자본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진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감

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뿐 아니라 시장참가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한 

결과, 게이트키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게이

트키퍼로서의 회계감사인은 잘못된 감사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

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명성자본 훼손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상당한 유인을 갖고 있다39). 이 점에서 

부실공시에 관여한 내부 이사 등과도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3. 책임의 확장가능성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의 차이는 경제학적으로는 회사가 무자력일 때 

생긴다. 그런데, 분식회계 사안은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무자력(또는 그 

위험)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않은 것이고, 회사의 무자력의 위험이 

손해의 발생과 독립적인 확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40). 그러한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가해자가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대책임의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원고에게 privity를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책임 성립요건이 상당히 완화되

어 있다는 점, 회계감사인은 손해배상책임 외에 명성자본 손실의 위험이

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회

계감사인의 책임형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8) 심현지 p.63 참조.

39) 안태준(2004) pp.39-40 참조.

40) 이동진 p.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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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의 연혁

   1. 미국의 PSLRA

    미국의 경우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이하 ‘PSLRA’) 제정되기 전에는 다수의 피고가 

증권과 관련된 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판례41)에 

따라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부담하였다. 연대책임하

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 내부에서의 책임이나 기여

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주로 자력이 있는 회계사, 

변호사 등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해당 피고들을 ‘deep 

pocket’이라고도 한다42)). 그런데 책임(responsibility)의 면에서 발행회사

와 이사들의 기여도가 회계사 등의 기여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그리

하여 전자를 ‘1차적 위반자(primary violator)’, 후자를 ‘2차적 위반자

(secondary violator)’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① 피감회사가 공시내용을 직접적으로 지배하

며, 회계감사인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43), ② 추정‧판단의 업

무 속성상 완벽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44),  배심원들이 사후적

으로 감사실패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계감사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더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45), ③ 보험회사에서 장차 회계감사인이 부담

41) 34년법 제10조 (b)항, Rule 10b-5에는 명시적으로 연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Herman & 

MacLean v. Huddleston, 459 U.S. 375(1983). 등의 판례에서 Rule 10b-5 소송에서도 연대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해왔다.

42) Mednick and Peck p.873 참조.

43) Mednick and Peck p.882 참조.

44) Mednick and Peck p.882 참조.

45) Kadous; Mednick and Peck p.885; 이재은‧배길수 p.7 참조(참고로, 사후판단 편향(Hindsight bias)

이란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마치 스스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심리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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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또는 보험

회사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클 것을 우려하여 인상한 보험료나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한 방어 내지 방어 준비 비용 

등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46), ④ 강압적인 화해가 만연하

게 이루어졌고47), 거대한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점48),  ⑤ 회계법인이 시

장에서 이탈하고 위험한 회사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는 등 감사기능이 쇠

퇴할 것이라는 점49), ⑥ 막대한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실제로 주주들이 

회복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그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화해

가 이루어지며 그나마 그 중 상당금액은 변호사에게 지출된다는 점50), 

⑦ 공시‧공개를 장려하는 증권법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

를 회피(희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공개)하게 된다는 점51), ⑧ 유능한 사외

이사 등을 영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52) 등을 들어 책임형태를 재

고해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PSLRA를 통하여 33년법과 34년법에 일정한 유형의 피고에 대해서는 연

대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responsibility)의 정도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53). 

46) Mednick and Peck pp.886-887 참조.

47) Mednick and Peck p.888 참조.

48) Mednick and Peck pp.892-897 참조.

49) Mednick and Peck p.889, 899 참조.

50) Alexander p.497, pp.507-519(청구금액 중 약 26퍼센트만이 화해금액으로, 그 중 27%는 변호사

에게 지불됨); Mednick and Peck p.900; VINCENT E. O'BRIEN & RICHARD W. HODGES, A 

STUDY OF CLASS ACTION SECURITIES FRAUD CASES 1988-1993, pp.11-13 (1993)(원고가 배

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 14%뿐임.)

51) Mednick and Peck pp.907-908 참조.

52) Langevoort p.1157, 1164.; Mednick and Peck pp.911-912.;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No. 104-369(104th Congress, 1st Sessssion)�, H.R. 1058, p.38 참조.

53)【HOUSE OF REPRESENTATIVES. " Public Law 104-67(104th Cogress)�-Dec. 22, 1995[H.R. 

1058], 109 STAT. 737】의 15 USC 78u–4./15 USC 77k. SEC. 201. PROPORTIONATE LIABILITY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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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부실공시 등에 있어서 모든 배상책임자

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 그러던 중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

면서부터 피소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례책임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54). 회계감사인의 업무특성상 회사의 이사‧감사

와 책임의 정도가 다른데도 서로 연대책임을지므로 변제력 있는 회계감

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제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55) 부작용이 우

려된다는 것이었다56). 이에 따라 미국처럼 비례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공인회계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57).

    비례책임제도가 2013년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두 차례의 

발의가 있었다. 2006년에는 외감법상의 책임 규정뿐 아니라 발행시장에

서의 부실공시에 관한 책임 규정도 개정하려 했으나58), 투자자 보호 차

원에서 연대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였다59). 그 후 발행시장의 부실공시에 관한 책임 규정을 

54) 최문희(2014) p.245 참조.

55) 대표적으로 2002년 코오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서 안건회계법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는

데 총 100억 여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 안건회계법인은 국내 4위 규모였으나, 위 사건으로 총 8건, 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연루되어 최종 판결 이전인 2007. 6. 해산되었다. 당시 안건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

사에 대한 연간 감사보수는 2,500여만 원이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2. 26.)에 대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

사보고서(2010. 4.), p.8;  국회 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

록”(2010. 4. 13.), p.12 참조].

56) 2014. 1. 28. 자본시장법 개정 이유 p.247 참조.

57) “회계사회, '손해배상 비례책임제' 도입 강력 추진”, 조세일보, 2011. 6. 10.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3.), 증권

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3.).

5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2008. 2.); 제17대 국회 제271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2008. 2. 21.),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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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2010년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60)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고, 2013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후61) 정무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최종 국회에서 의결되었다62).

제2절 회계감사인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의 필요성

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전통적 논거

  부실회계감사로 인한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이고 이는 전형적인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이해되어 왔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이른바 연대의 특약, 즉 법적 목적

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채무의 내적인 관련성을 결한 상태의 연대책임

을 가리킨다. 위 책임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

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

가 소멸한다63). 우리나라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연대채무에서의 그것보다 강하다면서 양자를 구별하지만64),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양자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연대책임제한의 필요

성을 논함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책임와 일반적 연대책임의 구분은 큰 의

미가 없고 외국의 논의를 같이 다루는 이 글의 특성상 특별히 차이를 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자의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60) 제18대 국회 제305회 정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2012. 2. 9.) 참조.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6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국회 본회의 2013. 12. 19.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국회 본회의 2013. 

12. 31. 의결).

63) 지원림 p. 1181 참조.

64) 지원림 p.1181 참조.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 중 변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외의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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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즉, 다수가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독립적인 수개의 행위가 누적되는 것 보다 상호간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해 발생‧확대 가능성도 높아지는바65), 행위자들에

게 높은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때, 연대

책임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가 자력이 없더라도 이에 호응한 자를 상대

로 책임 전체를 추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도록 한다(사후적(ex post) 측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연대책임은 불법행위자 측의 주의수준을 일반

적으로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사전적(ex ante) 측면). 잠재적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

자의 피해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되기 때문에 상호 주

의수준을 높일 유인이 있다. 결국 위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

람들의 주의수준 총합을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66).

  한편, 연대책임이 정당화되는 다른 근거로 인과관계의 분할불가능성과 

손해의 불가분성을 들기도 한다. 인과관계는 존부의 문제이므로 가해자

들이 각각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중배상받게 할 

수 없으므로 연대책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7).

Ⅱ. 회계감사인에 대한 일률적인 연대책임의 문제점

   1. 주된 가해자와의 주관적 공동관계와 영향력이 약함.

    회계감사인은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자인 협의

(concerted action)나 공모(conspiracy)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와는 다른 

65) 김용담 p.589 참조.

66) 박세일 p.279 참조.

67) 이동진 p.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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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회계감사인은 스스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적인 불법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주된 불법행위자

인 부실정보 생산자(회사)와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68). 회계감사인에 대한 법적 비난의 핵심은 이른바 게이트키퍼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부실정보 생산에 관여했다

는 것이 아니다(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회계감사인의 의견 제공은 피감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한계로 피감

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면 회계감사인이 발견하지 못

할 수 있다69). 그러한 점에서 사실상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법원도 통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의 차원에서 회계감사인의 책임비율을 피감회사보다 낮게 산정하고 있

다70).

    이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전문적인 영

역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71). 손해배상책임 강화가 곧 전

68) 강승준(2016) pp.597-601의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관한 객관적 공동설, 주관적 공

동설의 견해 대립, 한태일(2016a) pp.194-198 참조. 이들 논문은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논

의이기는 하나, 주관적 공동관계가 결여된 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볼지에 대한 것이므로 

회계감사인과 부실 정보 생산자의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9)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참조.

70) 구체적으로는 ‘주된 가해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며 독립적인 별도의 가해행위라거나 가담‧

방조 행위가 아닌 부가적 행위로서, 단지 주된 행위자에 대한 감사‧감독 등에 부주의하여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

나2040433 판결 참조).

71) 법원이 배상책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상황에서 그들에게 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아예 배상책임을 부정하고자 주의

의무의 실질적인 기준을 왜곡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Schwartz p. 33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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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주의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주의수준 향상이 손해발생의 방

지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주의 또는 과소한 주의72)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통제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으로 인한 감사기능 위축 가능성

    분식회계 사안에서 투자자 등이 손해를 입게 되는 때에는 대부분 회

사가 무자력인 상황이고, 실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공시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은 이른바 deep pocket인 회계감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73). 

상장회사의 경우 다수투자자들이 관여하여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인데, 

우리나라에서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앞서와 같이 상당히 넓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회계투명성 증진 차원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74). 가령,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사의견 제시로 인한 회사 

평가 절하75), 회사의 평판을 고려한 선별적 감사 업무 수임 또는 감사 

거절76), 업무영역 중 감사업무 자체의 비중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77). 보

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손해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72) 〔천경훈 pp.122-123〕은 면책되기 위한 행위규범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책임이 부과되면 실무

에서는 사실상 엄격책임처럼 운영될 수 있는바, 재무정보의 부실공시라는 결과의 발생을 저지

하지 못하는 한 “재무제표 부실공시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사”와 “노력하지 않은 

이사”를 구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물론, 회계감사인의 경우 판례가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

사준칙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이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보고는 있

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그러나 과실판단 기준이 되는 회계감사기

준과 준칙에 속하는 범주의 모호성, 가변적이고 응변적인 속성, 전문성 반영 여부, 적용범위 등 

기준 자체로 애매한 면모가 있을 뿐 아니라(이상천 pp.267-306 참조), 기준 내용도 다시 전문적

이거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하여 재무정보의 부실공

시를 막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결과발생 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오히려 노

력을 덜 기울이 수도 있게 된다. 

73) Mednick and Peck p.873 참조.

74) Coffee(2003) p.347; Mednick and Peck p.889, 899 참조; 안태준(2017) p.11; 곽관훈 p.147 참조.

75) Mednick and Peck pp.907-908 참조.

76) Jose p.577 참조.

77) Leibman and Kelly pp.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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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많이 들거나 가입조차 어려울 수 있다78). 혹은 큰 배상책임에 대

비하여 감사보수를 인상할 수 있는바, 회계감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가 피감회사의 정직도가 아니라 자금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소위 

‘역선택’의 문제)79).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거나 그 발생원인이 연대책임이

라고 실제 증명된 바 없으며80), 경제 위기에도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연

대책임에 대한 제한을 한 것은 아니므로81) 책임 형태를 충분한 검증 없

이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82)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부분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78) Mednick and Peck pp.886-887; 안태준(2004) p.61-62 참조.

79) 안태준(2017) pp.14-15 참조.

80) Barker and Steele pp.69-77 참조.

81) Barker and Steele pp.52-60 참조.

  ; <비례책임제가 논의되었다가 결국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

    - 영국: 전통적으로 연대책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책임에 대한 수정 논의가 꾸준히 있

어왔지만 판례법은 비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왔으며 단지 피해자

의 기여과실 정도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왔다(비교과실)

[이준섭(2005) p.288 참조].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2006년 Barker v 

Corus(UK) Ltd. 사건([2006] UKHL 20; [2006] 2 A.C. 572.: 석면에 과실로 노출된 다수의 고용주

를 위해 일한 후 중피종에 걸린 청구인들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례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 되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다수의 노동자‧

노동조합‧의회 의원들이 반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 2006년 보상법

(Compensation Act 2006)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 후 영국 대법원은 직접 연대책임 기준의 보

험에 대한 영향(과 책임 보험업자들)을 다룬 사건[Durham v B.A.I. (Run Off) Ltd. (in scheme 

of arrangement) [2012] UKSC 14,  [2012] 1 W.L.R. 867 (“The Trigger Litigation”)]에서 비례

적 책임 접근 방식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2006년 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Guernsey에

도 비례책임 접근 방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International Energy Group Ltd. v Zurich 

Insurance Plc. UK [2013] EWCA Civ 39.) 연대책임 원칙을 거의 완전하게 확인하였다(Barker 

and Steele p.57 참조).   

    -  뉴질랜드: 민사 책임의 배분에 대한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공식 보고서들은 모든 사건

들에 연대책임을 고수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발생한 ‘경제적인 위기들’과 

물이 새는 집에 대한 산업 관련 우려, 호주가 비례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점 때문에 비례책임이 

재차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결국 법률위원

회(Law Commission)는 연대책임을 기본으로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법원이 원고가 손실

의 50% 이상을 회복하며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가질 것을 보장함을 전제로 공평한 결과가 되도

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Barker and Steele pp.57-58 참조).

82) Barker and Steele pp.73-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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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바83), 효율적인 감사기능이 위축될 수 있

다는 점이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상 이미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84),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회계

감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경영자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체 회계법인의 경우와 달리 4대 회계법인의 외감법인 수

는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85). 낮은 감사보수는 열악한 환경과, 회계감

사의 축소와 경영자문의 확대는 회계감사를 저가수임한 후 경영자문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경향과, 4대 회계법인의 외감법인 수 감소는 감사 수임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86). 즉, 주요 회계

법인이 회계 감사업무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감

사의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Ⅲ. 책임제한 비판론에 대한 검토    

   1. 투자자보다 회계감사인이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비판하는 견해들은 회계감사 제도의 취지상 회사가 무자

력이 될 위험은 투자자와 회계감사인 중 회계감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한다. 투자자는 아무런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인

보다 더 피감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반면, 회계감사인은 정

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찌되었든 불법행위에 관여한 자라는 이유에서다. 

83) 심현지 pp.68-70 참조.

84) news1, 「乙이된 회계사…"슈퍼갑 기업 눈치에 '떨이' 감사비용"」, 2015. 4. 

5.(http://news1.kr/articles/?2169816) 참조.

85)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17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2018. 9. 6. 보

도자료 참조.

86) 위 금융감독원 2018. 9. 6.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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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① 전체 매출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비

중이 적은 점87), ②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미국과 달리 우리는 

3심까지 장기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개시제도나 배

심원 제도가 없음88)), ③ 회계투명성에 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에서도 하위권인 점89), ④ 미국조차도 대형 회계부정 사건 이후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사법적인 노력이 되고 있는 점90) 등을 근거로 책임의 

제한은 가뜩이나 취약한 투자자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한

다91).

    그러나 피해자 보호가 불법행위법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목표임은 

맞지만, 불법행위 관련자 간 손해가 공평하게 적절히 분담되는 것 또한 

중요한 원리이다92). 전통적 불법행위에서 상정하는 피해자들(생명, 신체, 

소유권)은 대개 불법행위를 예기치 않게 직면하는 자들로 일방적으로 법

익 침해를 당한 후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투자자 등은(만일 전문투자자라면 더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회사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87) 미국이 비례책임제를 도입한 이후 회계법인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전체 매출액의 평

균 6~7%를 배상한, 반면 국내 회계법인의 경우 2013년 기준 회계업계 전체 매출 2조1000억원

에서 손배액은 31억원, 즉 매출대비 배상액이 0.15%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다만, 2014년 14억 

원이었는 데 비해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164억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김세라, “개정 외부

감사법, 소송지연 초래해 투자자보호 후퇴할 

듯”(http://www.seralaw.co.kr/bbs/board.php?bo_table=91&wr_id=3), 2014. 1.; 법무법인 한누리, 

“아쉬운 외부감사법 개정  -비례책임제에 대한 비판”, 2014. 1. 참조).

88) 법무법인 한누리 전게글(주87) 참조.

89)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뉴스-보도‧해명-보도자료 배너에서, 연도별로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는 151개국 중 91위(2013년), 84위

(2014년), 72위(2015년), 62위(2016년), 63위(2017년)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자

료가 국내와 주한 외국 기업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뿐이라는 금융당국이나 회계업계의 

해명도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불신하게 되는 회계투명성을 

경시해온 기업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동아일보, “막장까지 간 회계투명성… 한국, 61

개국 중 꼴찌”, 2016. 6. 3.;법무법인 한누리(주87) 참조).

90) 안수현(2004) pp.91-97 참조.

91) 법무법인 한누리 전게글(주87) 참조.

92) 김제완 p.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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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만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오로지 감사보고서에

만 의존했다면 투자위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93)94). 또한, 자본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 등은 위험을 예

상·감수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부실공시와 피감회사의 무자력

에 대비한 사전적인 주의수준 조정이 가능하므로95), 부진정연대책임에 

의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관념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96).

    이에 대해서는 ① 우리나라에서, 생명‧신체‧소유권의 침해와 다른 법

익의 침해에 대해 책임 형태를 달리할 근거가 없다거나 ② 투자자가 공

시 내용 자체를 의심해 별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감사나 공시제

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97) ③ 따라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 정

보를 믿고 협상함을 가정할 때 주의 수준을 제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것

이며 특히 공모의 경우 거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

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④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98)에서 공동불법행위

93)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4나744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

2040433 판결 등 참조.

94) W.V.H. Rogers p. 275; 김제완 p. 301 참조. 연대책임을 통한 무자력의 부담 전가는 순수 경제

적 손해(economic loss)보다는 주로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적절하다는 취지이

다.

95) Leibman and Kelly pp.423-424 참조. 위 논문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무자력인 불법행위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

라 한다. 가령, 채권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증인은 더 높은 비용을, 투자자는 더 낮은 주가 

또는 더 높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증권(證券)이나 채권(債券)을 사모발행하는 경우, 발행인․매출인이 직접 소수의 원매자(願買者)

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증권을 매도하게 된다. 증권(證券)이나 채권(債券)을 공모발행하는 때에

는, 투자자 등이 관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는 결정하는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96) 김제완 p.301 참조.

97) 김주영 pp.76-77 참조(증권 관련 법령이 정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믿고 거래를 원활히 하

도록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투자자로 하여금 공시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별도로 조

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한다).

98)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중개보조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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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중 일부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과실상계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99)고 판시한 점 등의 반론이 제

시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보호법익의 특성을 위법성

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고려하고 있다100). 그리고 감사업무 특성상 회계

감사인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벽하게 회사의 상황

을 파악하기 어렵고, 속성상 투자자 등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 투자자 등의 자산규모나 능력에 따라 위험 관련 정보를 더 많

이 얻을 수 있거나 또는 투자 여부 등의 선택이나 위험 담보 수단을 조

되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손해 중 50%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는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

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

는 만큼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

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99)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게 

취급(가해자의 과실의 기여분은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의 기여분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그 손해를 자기 것으로 하는 것으로써 내부화됨)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진 p.80 

참조). 그러한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비례한 책임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비교과실 법리의 종국적인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John W. 

Wade, "Shoul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be Abolished?�, 《American 

Journal of Trial Advocacy》 Vol.10(2), Fall(10.2.), 1986., pp. 197 참조). 〔권영준(2013a) p.334〕

도 기여과실 이론으로부터 비교과실이론으로의 대전환의 여파로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연대

책임 이론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비교과실 이론과 연대책임 제한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견해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은 분배대상{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손해액 중 과실비율 상응액만큼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가해자들 사이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을 가해자들 사이에 분담할 때 참작하는 것임. 판례는 질

적‧양적으로 양자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음(이동진 p.74 참조)과 제도의 취지(비교

과실 이론은 기여과실 이론하에서 애당초 배척해버렸던 과실 있는 원고의 청구를 일단 받아주

는, 원고 구제의 차원에서 형성됨)가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리가 다액채

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고 한 점도 하나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모두 그 근거를 형평의 원칙 내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에 두고 있는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등 참조. 한태일

(2016c) pp.209-210도 판례가 양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음}, 연대책임 제

한에 대한 논의도 같은 취지에서 나오게 된 점을 고려하면 비교과실의 법리 등이 직접적인 연

관은 없더라도 기저를 공유하는 여러 원리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본다.

100) 권영준(2012) pp.150-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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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일률적인 연대책임이 오히려 

감사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책임

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책임을 제한할 경우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는 책임의 제한이 감사 품질 전반

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 한다101). 그러나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면제하

는 것이 아니므로 만연히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책임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합리적인 회계감사인이라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오랫

동안 쌓아 온 명성자본을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102)에서 품질 전반의 하락으로 단

정하기는 어렵다.

Ⅳ. 소결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사후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손

해배상 책임 제한이 있어왔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반 공동불법행위

에 대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인정해오고 있으며103), 2013

년 민법을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액 

감경조항을 두려 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회사법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

101) 연대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기는 하지만 〔안태준(2004) p.40〕은 게이트키퍼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명성손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회계감사인들이 적정한 행위를 하도

록 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한다.

102) Coffee(2003) pp.9-10 참조.

103) 이은영 pp. 403-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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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04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인정한 이래로 회계감사

인, 감사 등의 투자자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여왔다.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회사가 작성한 재무서류를 감사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수도 있으며, 경영판단이나 감사 기능을 위

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104). 특히 회계감사인 책

임의 경우 완화되어 있는 성립요건, 회계감사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 기

업지배구조, 보호법익의 특성과 일정한 위험은 감수하게 되는 투자 등의 

속성, 투자자 등의 상황 파악 가능성과 의사결정능력, 회계감사인이 적

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서의 명성자본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 절에서

는 연대책임 제한의 방식으로서 기존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왔는지를 살

펴본다.

제3절 연대책임 제한의 방식: 기존의 책임제한 장치와 

비례책임

Ⅰ. 법원에 의한 책임제한

  판례는 공동불법행위 일반105)에 대해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상계

나 법문에는 없지만 신의칙,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을 근거로 하는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아래의 논의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먼저 법문(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있는 사유인 피해자의 과실상계

의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하

여 산정하는 입장(전체적 평가설)과 피해자와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

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입장(개별적 평가설)이 있다. 그 중 후자의 

104) 권영준(2013b) p.337 참조.

105) 주관적 공동관계가 약한 사안에서는(소위 객관적‧병존적 공동불법행위로 일컬어지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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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해당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책

임을 적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

피면서, 연대책임의 대안이 되는 부분을 모색해본다106).

    1. 배상범위 제한 시 고려요소

    손해의 원인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가해행위와 더불어 여러 요소

가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는 과

실상계와 별도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크게 ① 가해자 측 영역, ② 피해자 (측)영역, ③ 제3의 영역에서

의 사유들을 참작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해오고 있다107). 다시 ①은 책임

의 주관적 요건(고의인지 과실인지, 과실의 정도), 호의관계와 같은 피해

자와의 관계, 배상능력 등으로, ②는 손해의 종류‧가치‧규모, 피해자 측 

과실, 피해자의 동의‧양해나 위험 인수 여부 등으로, ③ 자연재해 등 예

측할 수 없는 사정,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현저한 차이, 업무‧직위‧신분의 

특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08).

    2. 배상범위 제한의 방법

     가. 전체적 평가, 개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은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실상계는 전

체적으로 하며, 개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부정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

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106) 이하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대전고등법원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 한태일(2016b) 

pp.231-234 참조.

107) 이은영 pp.410-411 참조.

108) 이은영 pp.411-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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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09).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

께 평가’해서 정해야 하는바, 가해자들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

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110).

     나. 개별적 평가, 개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한 판례

       1) 증권투자자소송 이외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과실비율을 달리 정

함이 정의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

을 피고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개별적 평가

설)111). 그 외에도 ‘1. 배상책임 제한 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 

특히 가해자 측 영역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책임제한을 공동룹법행위자별

로 달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산정에 대

해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

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112)’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34055 판결 등.

11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81 판결 참조.

111) 비계공인 피해자가 건물 4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해체공사를 하던 중고압전선에 감전

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장애로 창밖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참조).

1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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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권투자자소송의 경우

       증권투자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각 공동불법행위자별로 평

가하거나, 일부 가해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지배적

인 입장이다113). 하급심에서 개별적 평가나 가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책

임제한을 한 경우, 대법원은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원심의 판

단을 존중한다114).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본 이념과 더불어 특

히 주식 가격 변동요인이 매우 다양하여 어느 특정 요인이 어느 정도 영

향력을 발휘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

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115). 또한, 

회계감사인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책임은 직접 고의의 범죄행위

를 저지른 임원들의 책임과는 발생 근거‧성질이 다르고, 회계감사 이후로

도 계속된 위 임원들의 범죄행위가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

는바, 회계감사인과 임원들의 책임제한을 동일하게 한 원심을 파기하면

서까지 개별적인 책임제한을 인정한 바 있다116).

113) 김주영 pp.62-74의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3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상고심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

결에서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됨,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것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

안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시내용,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공

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등 참조. 과실상계를 부정한 경우도 ‘가.’의 전

체적 평가설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과실을 도저히 상정할 수 없거나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이

미 손해인과관계 측면에서 원고의 실제 손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되어 굳이 과실

상계를 할 실익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척되었다(김주영 p.74 참조).

11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다수 판례가 같은 판시를 해왔다.

11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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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증권투자자소송 이외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체적 

평가설과 개별적인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기본으로 내세우되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곳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투자자 등이 회계감사인과 같이 소위 게이트

키퍼들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업무․직위의 특성이나 투자자의 상

황 파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대체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별로 과실상계 내지는 책임제한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피고별로 책임제

한을 달리하는 판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고 다음에서 입법화된 비레

책임제와 비교하여 본다.

Ⅱ. 비례책임과의 비교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기존 판례에 의한 책

임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비례책임이 일정 영역에 대해 입법으로 책임

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기존 방식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자별 책임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기존 책임 제한 방

식은 그때그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판례상 책임제한이 터 잡고 있는 ‘공정(fairness)’은 개별 

법관의 정의감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판

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117).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책

임 제한이 더 요청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하여 연대책임을 제한할 

116)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과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참

조.

117) 이은영 p.396, pp.425-426 참조.



- 31 -

필요가 더 있는 회계감사인의 책임 부분에 이를 입법화한 것은 예측가능

성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Ⅲ. 소결

  회계감사인의 책임 제한의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취하던 것은 

주로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회계감사인의 배상책임액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가 단독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책임제한이 더 요청되는 영역에서는 

어느 경우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입법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당사

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관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지점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례책임이 책임제한 방식으로서 더 적합하다.

제4절 소결론

  회계감사인들의 책임은 회계감사인들이 주된 가해자에 비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상당히 결여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공모가 없는 공동불법

행위에서와 같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연대책임이 적정한 것인지 많은 논

의가 이어져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책임의 성립범위

가 넓은 점,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감사인의 업무의 특성, 투자

자와 보호법익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서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회계감사 산업이 부실하게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회계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이

게끔 하는 요소로서 명성자본이 있기 때문에 주의수준의 감소를 지나치

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책임 제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해당 사안에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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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제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곤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유동

적일 수 있으며 산정방법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

한 점에서 탄력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가해자들의 책임비율

을 기준으로 연대책임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를 입법한 현행 비례책임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118).

118) 책임의 제한 방법 중에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과실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 외에 

사전적으로 ① 피감회사의 시장가치, 자본, 회전율, 피고용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피감회사의 

규모‧종류에 따라 상한액 산정하는 방법, ② 감사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법으로 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Eyal 참조). 위와 같은 요소들이 실제의 배상책임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

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례도 있는 것이고 사후에 판단해야만 알 수 있는 가해자들의 

과실 등과 같은 기준보다는 좀더 명확한 면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 정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회계감사인들이 만연히 주의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점

에서 이는 책임제한 방법으로서 따로 살피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존 책임 제한 장치로서 법원

에서 사후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제한하는 방법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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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례책임에 관한 입법례

  각국에서 공동불법행위 사안 중에서도 특히 회계감사인과 같이 전문가

의 책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그 중에서도 비례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각국에서 일반 공동불

법행위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회계감사인’만을 특정하여 두는 많지 

않지만, 일반 공동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입법례를 언급하는 경우 중심이 

되는 회계감사인의 책임 제한에 대한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회계감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 제한을 중

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제1절 미국(33년법, 34년법)119)

Ⅰ. 개관

의회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증권 민사 소송 개혁에 관한 총 9회의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 번 수정 후 1995년 12월에 이르러 최종 법

안을 승인하였다. PSRLA는 제1장 남소의 억제(Reduction of Abusive 

Litigation), 제2장 강압적인 화해의 억제(Reduction of Coersive 

Settlement), 제3장 기업 사기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공시(Auditor 

Disclosure of Corporate Fraud)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20).

119)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아닌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미국의 경우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주마다 다양한 책임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다수

는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을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American Law Institute(2000)상 순수 비

례책임제 채택 주(州)로 분류된 곳들도, 여러 예외를 두고 있다)]. 도입배경상 joint torts의 개념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는 실체법적인 개

념(객관적 관련공동성)인 반면 joint torts는 소송의 주관적 병합 가능성이라는 소송절차적 측면

과 결합되어 있다[권영준(2013a) p.327 참조]. 미국은 초기에 공모(합의)된 행위(concerted 

action)만을 joint torts라고 보았으나, 점차 손해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damage)으로 변경하

여 joint torts의 범위가 넓어졌다)이 넓어지면서 피고에게 가혹하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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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범위  

    1. 청구의 유형과 배상책임자

    비례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은 34년법이 규정하고(34년법 제21D조⒡

항), 33년법은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에 대해서 34년법의 비례책임규

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33년법 제11조⒡항⑵(A)(B)). 1934년 증권거

래법의 비례책임은 이에 근거한 유통시장의 부실공시 관련 소송의 모든 

피고(발행회사 포함)에게 적용된다. 발행시장의 부실공시와 관련된 33년

법 제11조의 피고121) 중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122).

  2. 행위

     가. 일반론

     피고가 “알면서(knowingly)” 증권법(securities laws123))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124). “알면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무모하게

(reckless)”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비례책임을 부담한다(34년법 제21D

조⒡항⑽(B)).

120) Avery p.347 이하; 노혁준 p.7 이하 참조.

121) 등록신고서에 서명한 자(회사, CEO, CFO), 이사, 등록신고서의 작성과 서명에 관여한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인수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등(SEC. 11. (a) 참조)

122) 33년법 제11조 ⒡항 ⑵(A) 참조.

123) 연방증권관련법령을 포괄하는 의미임.

124) ‘(i)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실의 기

재누락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I) 피고가 허위표시임을 실제로 알면서 중요사실을 

허위표시하였거나, 기재누락의 결과 중요표시가 허위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 알면서 오인을 유

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로서, (II) 피고 이외의 자가 그 허위표시 또

는 기재누락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ii) 위(i)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상황을 알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가 

‘알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34년법 제21D조⒡항⑽), 이 경우 연대책임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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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4년법 제10조(b)항 위반소송의 경우 비례책임 적용영역

     33년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의 경우 피고가 자신에게 고의‧과실

이 없음을 항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가 더 넓다. 

그만큼 피고가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

는 영역이 비교적 넓다. 그러나 유통시장 부실공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34년 제10조⒝항 소송의 경우 주관적 요건으로 ‘scienter’가 필요

하다. 

     scienter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Hochfelder 판결에서 단

순한 과실(negligence)만으로는 Rule 10b-5 위반이 아니고 scienter가 필

요하다고 선언하였다125).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적극적으로 scienter를 정

의하지는 않았고, 그 의미는 연방 항소법원들의 판결에서 구체화되었는

데 대부분 ‘피고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기 위하여 부실표시를 하였

을 필요는 없지만, ① 최소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② 피

고의 ‘부실표시로 인해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126)127).

     recklessness가 scienter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하지만128),  적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명백

125) Ernst & Ernst v. Hochfelder, 425 U.S. 185(1976)

126) SEC v. Falstaff Brewing Co., 629 F.2d 62(D.C. Cir. 1980); 김건식‧송옥렬 p.325 참조.

127) 김재룡 p.183; 김건식․송옥렬 p.326 참조. 견해에 따라 ‘고의(intention)와 단순과실(negligence)

의 중간 정도의 상태, 또는 위법에 대한 실제의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

다(김도형 p.342; 임재연 pp.351~352 참조).

128) PSLRA는 Rule 10b-5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4년법 제21D조 (b)항(2)에서 증권사기

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scienter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강하게 추정시키는(strong 

inference) 특정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scienter의 개념

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항소법원들 사이에 견해가 갈렸다(연방 제2‧제3 항소법원: 피고가 사기적 동

기와 기회를 갖고 경솔하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간접증거를 증명함으로써 성립, recklessness가 

scienter 구성 가능; 연방 제9항소법원:‘동기와 기회’ 기준 부정, recklessness에 대해서도 연방 제3항소법

원 등과 상반됨; 연방 제6‧제11 항소법원: 실질기준은 그대로 의도적‧경솔한 행위가 구성, 절차기준에서 상

황에 따라 다른 입장 취함, recklessness가 scienter를 구성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다르거나 

‘conscious‘ 추가. Matthew D. Altemeier ․ Robert F. Carangelo ․ Paul A. Ferrillo ․ David J. Schwartz (Weil, 



- 36 -

한 위험을 알지 못한 경우 이상이어야 할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PSRLA 이후 제기된 34년법 제10조 ⒝항 위반 소송들을 

살펴보았으나, scienter를 충족하여 같은 법 제10조 위반이 성립하는지

와, 그런 사건에서 위반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화해로 종결된 것들이었다. 다만, 

‘scienter’를 충족하면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가 되어 비례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례책임 적용 

영역을 구체화하려면,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승패소가 결정되는 판결들

이 좀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Ⅲ. 책임비율의 결정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비율(percentage of responsibility) 결정

할 때에는 i) 원고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이에 기여한 피고, 그리고 

‘(원고와 화해약정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사자 중 누구에 의해서

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에 기여하였다고 주장된 자’가 증권법을 위반

했는지, ii) 원고의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전원(all persons)

의 총책임(total fault)에 대한 i)에 열거된 자의 책임비율, 그리고 iii) i)에 

열거된 자들이 알면서(knowingly) 증권법 위반행위를 했는지가 모두 판

단되어야 한다(34년법 제21D조 ⒡항 (3)(A)). 34년법 제21D조 ⒡항 (3)(C)

는 책임비율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명된 각 피고의 행위의 특성, 해당 행위와 원고가 

Gotshal & Manges LLP), “The 10b-5 Guide – A Survey of 2010-2011 Securities Fraud Litigation�, 

September 2012 참조). 그런데 2007년 연방대법원은 텔랩스 사건(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551 U.S. 308 (2007))에서, “청구원인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악의 존재의 추론가능성’과 아울러 원고에게 불리한 ‘악의 부존재라는 반대추론가능성’

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추론가능성이 반대추론가능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

로소 ‘strong inference’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김정훈, “[최신미국판례] 증권

관련집단소송 제기요건의 엄격성”, 법률신문, 2007. 8.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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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특성과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소송의 당

사자가 아니더라도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원고의 과실 비율도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되나, ‘전원’의 총

책임에 대한 책임비율을 고려하는 이상, 원고의 기여과실도 고려하는 취

지로 보이며129), 이는 우리나라의 과실상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사실조사에서는 원고가 받을 총 배상액 및 배상의무가 인정된 모든 피

고들의 책임비율이 확정되어야 한다(34년법 제21D조 ⒡항 (3)(B)).

Ⅳ. 집행불능 시 추가배상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종국판결 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로부터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로서 ① 원고가 (I)“종국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이 원고의 순재산(net worth)130)의 10%를 초과하고, 

동시에 (II) 원고의 순재산이 20만 달러 미만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비례

책임을 부담한 공동피고들은 원고의 미배상액 전부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의 미전보 손해액은, 

피고들이 원래 각자의 책임 비율의 50%에 이르도록 책임비율에 따라 추

가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추가배상되는 총액은 집행불

능분을 초과할 수 없다(34년법 제21D조 ⒡항 ⑷).

Ⅴ. 구상권 행사

129) Alan R. Bromberg‧Lewis D. Lowenfels‧Michael J. Sullivan, 『6 Bromberg & Lowenfels on 

Securities Fraud』, May 2014(2n ed.).§8:61.; 최문희(2014) p.273 주126에서 재인용.

130) 원고가 소송의 대상인 해당 증권을 매매한 날 직전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고의 부동산(개

인주택 포함) 및 동산에 대한 투자의 순가치를 포함한 자산의 공정한 시가에서 부채를 뺀 것으

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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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원래의 책임비율을 넘어서 추가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자를 상대로 구상권(contribution right)을 행사할 수 있

다.

  ① 원래 배상의무 있는 금액을 배상하지 못한 피고, ② 34년법 제21D

조 ⒡항⑵(A)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③ 비례책임을 부담

하는 피고로서 동일한 배상 책임을 지며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액 

미만으로 배상한 피고, ④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로서 처음부터 피고가 되었더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자이다

(34년법 제21D조 ⒡항 ⑸).

  구상권 행사 금액은 청구인과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 자 각각의 책

임비율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4년법 제21D조 ⒡항 ⑻).

  구상권 소송의 제기기간은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다만 추가배상을 한 피고는 그 추가배상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34년법 제21D조 ⒡항 ⑼).

Ⅵ. 비례책임과 연대책임 모두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

  1. 고의의 행위자로서 연대책임 부담자의 구상권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자는 원래의 소송에서 병합되었다면 같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책임

이 있었을 어떠한 다른 자에게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4년법 제21D

조 ⒡항 ⑻).

    이러한 규정은 PSLRA 이전 증권소송에서 연대책임이 적용됨에 따라 

불공평하게 높은 금액의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를 위해 형평상 구제수단

으로 구상권을 인정하여왔으나, 구상권 행사 가부나 구상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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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법, 구상권 행사 금지명령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해

결하는 의미가 있다131). 특히 미국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다

수의 주가 과거부터 ‘고의’의 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왔

는데[American Law Institute(2000)(이하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American Law Institute(1979)(이하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886

조A)], PSLRA에서 이를 허용한 점은 고의의 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더 정교한 책임 배분을 하는 의미가 있다132).

  2. 피고 중 일부가 화해를 한 경우  

     가. 구상권 행사 금지 원칙

    최종 평결․판결 이전에 화해를 한 피고는 모든 구상소송으로부터 

해방된다. 즉, 법원은 (i) 누구든지 화해 피고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i) 화해 피고도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화해 피고가 화해함으로써 다른 자의 책임

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해피고가 그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지명령(bar order)을 발한다(34년

법 제21D조 ⒡항 ⑺(A)(i)(ii)).

     나. 비화해 피고에 대한 판결 시 배상금액에서의 공제           

(이하 ‘판결감액’)

    위와 같은 경우 비화해 피고에 대한 판결이나 평결 시 배상금액은 

(i) 화해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과 (ii) 화해 피고가 (화해에 의

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34년법 

제21D조 ⒡항 ⑺(B)).

131) 최문희(2014) p.258 참조.

132) 권영준(2013a) p.342.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23조. comment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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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1.에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으로 인해 비화해피고가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로써 비화해피고는 적어도 화해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고

는 낮은 금액으로 화해 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위험을, 화해 피고는 

자신의 책임비율을 초과해 화해하더라도 비화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

는 위험 등을 안게 되므로 화해하려는 당사자들은 부담을 안고 화해를 

하게 될 수 있다133).

Ⅶ. 최근 동향

  이러한 비례책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남소방지의 취

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PSLRA가 1996년 시행된 이후 엔론과 월드컴 

등 대규모의 회계부정사건들이 발생하자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그 근본 

원인들을 찾는 과정에서 부정 유발의 주된 배경 중의 하나로 PSLRA가 

지목되어 비례책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134). 또한, 직접적으로 비례책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의회

도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보는 흐름도 나타났다135).

133) Steinberg and Olive p.337, p.376 참조.

134) 안수현(2004a) p.96 참조.

135) 법원은 PSLRA 시행 이전(1994년) 직접 위반한 자(primary violator)가 아닌 교사․방조자에게 

Rule 10b-5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Central Bank 연방대법원 판결{Central Bank of 

Denver N.A v. First Interstate Bank of Denver, N.A., 511 U. S. 164(1994) 판결}과 달리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되게 되었다. 가령, 2002. 12. 엔론사건{Enron Corp. Sec., Derivative & ERISA 

Litig., 235 F. Supp. 2d 549 (S.D. Tex. 2002)}의 주재 판사인 Melinda Harmon는 투자자가 신뢰

한 부실표시의 “창조(creation)”에 “중요하게 관여(significantly participate)”한 경우 scienter

의 요건을 충족하면 Rule 10b-5의 책임을 진다면서,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

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종래 교사․방조가 중요 사항의 부실표시․누락에 관한 Rule 10b-5⒝의 책임을 묻는 것인 

데 비하여, 위 판결은 2차적 위반자들이 사기적 scheme 등을 사용한 경우 Rule 10b-5⒜와 ⒞

의 책임을 1차적 위반자로서 진다고 하였다. 그 외에 Lernout & Hauspie 판결 등도 책임을 넓

게 인정하였다.

     입법적으로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같이 기업의 임원, 이사, 회계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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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호주

Ⅰ. 내용

  호주 연방 회사법136)(이하 ‘호주 회사법’)은 오해유발행위와 기망적 

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137) conduct)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손

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분할 수 있는 청구(또는 청구 중 배

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반행위자가 무자력인지 등에 관계없이), 피고

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법원이 해당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다고 본 부분을 반영하는 금액에 제한하고 있다(호

주 회사법 제1041L조(1), 1041H조, 제1041N조(1)). 다만, 피고가 고의로

(intended) 또는 사기적으로(fraudulently) 발생시킨 경우에는 비례책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호주 회사법 제1041M조(1)). 책임비율은 산정 시 법

원은 원고에게 기여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우리나라의 과실상계에 상응함), 소송 당사자가 아닌 공동 

위반행위자의 책임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호주 회사법 제1041N조(3)).

호사, 감독기관등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136) Commonwealth Consolidated Acts(호주 연방 통합 법) CORPORATIONS ACT 2001 (2001년 회

사법), New South Wales Consolidated Acts의 Civil Liability Act 2002(2002년 민사책임법) 비례

적 책임 규정(PART 4 – PROPORTIONATE LIABILITY)도 이와 거의 흡사하다.

137) 호주 회사법 1041M조⒧⒝에는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 위반행위자

가 사기적으로 (fraudulently)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deceptive와 fraudulent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나 관련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호주 회사법상 ‘금융 상품‧서비스와 관련되

는 기망적(deceptive) 행위’여야 비례책임이 적용되고 그중 사기적으로(fraudulently) 손해를 발

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가 비례책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deception 중에서도 좀 더 비난가능성이 큰 것이 fraud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공식적인 문헌은 

아니지만, Northwestern State University of Louisiana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https://internalaudit.nsula.edu/fraud-awareness/, 2019. 1. 25. 최종 확인)에 따르면 Fraud는 다른 

자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거나 이를 얻기 위하여 고의로 deception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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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는 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호주 회사법 제1041Q조(1))), 피고는 다른 공동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

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해당 피고가 다른 공동 위반행위자에게 구상의무

를 부담하지도 않는다(호주 회사법 제1041P조). 다만, 해당 법원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분할 수 있는 청구 관련 소송에서 피고로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호주 회사법 제1041R조(1)). 또한, 위 회사법은 배분

할 수 있는 청구에서 피고가 다른 사람이 해당 청구에 관한 공동 위반행

위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원고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해당 피고가 가지고 있는 ① 위 

다른 사람의 신원, ② 위 다른 사람이 해당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

위자일 수 있게 하는 상황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못했으며, ③ 해당 

원고가 다른 사람이 해당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위자임을 알지 못했

기 때문에 해당 원고가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이게 된 경우, ④ 해당 절

차를 심문하는 해당 법원이 해당 피고가 원고가 들인 비용 모두 또는 그 

일부를 배상해주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호주 회사법 제1041O조).

Ⅱ. 입법배경과 최근 동향

  호주에서 연대책임 제한에 대한 논의는 건설 분야에서 먼저(1993년) 

발생하였고, 1995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개혁이 제안되기

도 했으나138) 2000년대 초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2년 미

국에서 엔론사의 붕괴, 2001년 제2위의 손해 보험회사인 HIH의 파산을 

거치면서 비례책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139). 이에 연방

138) Commonwealth of Australia, Inquiry into the Law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port of 

Stage 2(1995)

139) HIH의 파산은 분식회계, 리스크관리의 부재, 경영진의 무능 및 모럴해저드, 수익 없는 곳에 

대한 사업팽창, 재보험계약의 비용과다 등 굉장히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비례책

임 주장자들은 전문가집단의 과다 배상책임, 고액의 보험료로 인해 전문가들의 기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다(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 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Audit Reform and Corporate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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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회사법개혁프로그램(CLERP, Corporate Law Economics 

Reform Plan)의 ‘기업공시 및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

{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Audit Reform and 

Corporate Disclosure) Bill 2004}’을 통해 2004년에 공식도입하게 된다

140). 이렇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호주의 모든 주에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일반적인 비례책임 조항들을 제정하였으며, 주(州)마다 달라 2002년 

연구들에는 비례책임의 타당을 논하기보다는 주(州)마다의 차이를 없애

려는 데 방점을 둔 것들이 많고141), 연방정부도 비례책임 자체는 고수하

려는 입장이다142). 비례책임 적용범위가 미국보다도 더 넓지만 계속해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43).

제3절 캐나다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의 Part XIX.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수의 피고나 제3자(법원 절차에 참여

한 이후의 어떠한 당사자도 포함. 이하 피고와 합하여‘피고 등’)가 있

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배분할 때에, 피고 등은 원고의 손해 중 그에 책

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

은 법 제237.2조 제1항, 제237.3조 제1항).     

  그러나,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같은 법 

Bill 2003-Part 2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form,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June 2004, p. 137 참조).

140) Barker and Steele pp.53-55 참조.

141) Davis(2009); Horan 등.

142) Davis(1995) pp.21-23; 안수현(2004a) p.88 참조.

143) 비례책임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비자와 소액투자자에 대한 예외 규정과 추가 배상 규정

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견해 등이 있다[안수현(2004a) 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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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4조 제1항)와 원고가 회사의 재무정보에 관한 위반행위 등으로 손

해를 본 개인이나 사법인(personal body corporate)인 경우로서 해당 회

사에 대한 전체 재무적 이해관계의 가치가 법에 정해진 일정 규모보다 

작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237.5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237.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 237.6조 제1항).

  또한, 피고 등 중에서 배상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원고가 해당 판

결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날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

원은 다른 피고 등이 자신의 책임비율의 최고 50%까지 책임비율에 따라 

추가로 원고가 배상받지 못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37.3조 제2항․제3항․제4항).

  캐나다에서는 비례책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고144). 지금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에145)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여는 상당히 소극적으

로 도입하고 있다146).

제4절 프랑스

  유럽의 경우 회원국들이 관련지침이나 권고안을 각 회원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147), 그 중 프랑스는 비례책임제를 채택하

144) 1979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비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많은 공식 

보고서들이 반대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2011년 온타리오주 법률 위원회(Law Commission of 

Ontario)는 그 자신의 회사법에 비례책임 도입을 거부하였고, 2013년 마니토바주 법률 위원회

(Manitoba Law Reform Commission)는 그 지역에서 연대책임을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제안을 

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5) Barker and Steele pp.55-57 참조.

146) Barker and Steele p.56 참조. 

147) 2006년 적용지침(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8/ 660/EEC and 83/349/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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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복수의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

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회계감사인(commissaires aux comptes)에 대

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장에서 민사책임 형태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 의

무 이행 중 주의의무 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인은 피감회

사의 경영진‧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들과 함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148). 이는 각 회계감사인

의 직무가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과실도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기

초한다149). 감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입장은 위와 같

이 감사인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고 존중하는 듯한 기조와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150).

제5절 소결론

  비례책임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 내에서도 저마다의 입법․사법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논한 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기

84/253/EEC) 제7부 제30조; 2008. 6. 5. 위원회의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of 5 

June 2008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the civil liability of statutory auditors and audit firms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8) 2274) (Text with EEA relevance) (2008/473/EC)}

148) 프랑스 상법전(Code de commerce. 2018. 8. 1. 개정된 것으로 현행 법령임) 제822-17조(Article 

R822-17) 참조.

    회계감사인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과실로 인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사람, 인(人), 또는 제3자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인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회계감사인들은 경영진과 회사 임원들이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들이 그러한 위

반사항들을 안 이후에도 주주총회(general meeting)나 제823-1조에 언급한 관할 기관(competent 

body)에 보고할 때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9) 이준섭(2005) p.292 참조. 

150) 프랑스 상법에서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에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경영감독 및 감사제도의 

중추적 동반자이다(원용수 p.127 참조). 그 법적 지위는 전통적 역할을 확장하여 다른 국가보다 

광범위한 정보권과 조사권을 가지며, 회사의 회계‧재정상태에 대한 통제와 조사 결과 보고, 그

리고 모든 주주총회에의 참석 및 감사 보고 의무가 있다(프랑스 상법전; 한국상장회사감사회 

pp.97-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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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할 때, 호주는 비례책임을 가장 넓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151), 캐

나다는 가장 좁게 적용하고 있다152). 우리나라 비례책임을 운용과 관련

하여 책임주체(우리나라의 경우 비례책임을 기본적으로 획계감사인의 감

사보고서 관련 책임에만 인정하고 있는데, 위 국가들 중 비례책임제를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한정하는 국가는 드묾),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에 적용되는지(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비례책임 적

용153)), 추가배상 요건의 개정 필요성을 논할 때 입법례(미국과 호주)를 

참조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에는 책임비율의 산정 요소와 고려되

는 자의 범위, 구상권 행사 가부,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가 화해

한 경우, 비례책임 사안에 관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의 추가, 

추가배상의 요건의 합리성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

례를 참조하여 제4장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겠다.

151) 미국 33년법, 34년법에 비하여 ① 소득규모나 피고가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이 없고, ② 재산 손해와 경제적 손실로서(호주 회사법 제1041L조 (1)) 금융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망적(deceptive) 행위 또는 오인유발행위라면 적용된다(같은 법 제1041L조(1), 1041H

조). 비례책임의 적용 예외로 ‘위반사실을 알면서(know) 한’ 행위에 사기적(fraudulently) 행

위가 추가된다. 그 외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 차원으로 보이는 제도들로,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

사를 금지하고 원고가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41Q조

(2). 미국 34년법 제21D조 (f)항 (7)(B)는 피고들 중 일부 화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2) 캐나다 사업 회사법의 비례책임은 금전적(재정적) 손해에 대해 비례책임을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례책임이 적용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같은 법 제237.1조), 법원의 

비례책임 적용 여부 판단권(캐나다 사업 회사법 제237.6조 제1항. ‘get out’ 조항이라고 불린

다), 추가배상 신청 기한(같은 법 제237.3조 제2항․제3항․제4항) 등의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법보다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 좁다. 

153) 다만,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의 경우, 단순한 과실로는 충족할 수 없는 scienter가 필요하고 

제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용 

비율 자체는 더 적다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 화해로 종결되어 적용례가 많지 않으나 실질적인 

적용범위는 입법과정에서 그 영입의 문제가 크게 고려된 사외이사의 발행시장 공시 책임에 한

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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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례책임의 성립

  비례책임이 주로 논의되는 영역이 감사인과 같은 게이트키퍼가 고의 

없이154) 부실 감사의견을 발행한 경우이므로,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 소

위 게이트키퍼에게 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들(자본시장법 제115

조, 제117조의12,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241조, 외감법 제31조)과 

관계된다.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증권 발행과 유통과 관련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이고155), 그러한 논의는 자본시장법 제115조(신탁

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제241조(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2(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관련 부실공시 책임)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글에

서는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비례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현행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170조, 제241조는 모두 제3

자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전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책임에 한정

하여 논의하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작은 쟁점으로 언급할 것

이다.

제1절 책임주체

  회계감사인이 책임지게 되는 근거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3호․제

162조 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

고 증명하여 서명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4호․제162조 제4호․제

170조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154) 비례책임 제도를 도입한 어느 국가에서도 고의의 가해자에게까지 비례책임을 적용하지는 않

고 있다. 따라서 고의임을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

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도 논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155) 한수진 p.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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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가 있

는바, 위 조문들에서 언급하는 자들은 흔히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자들이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이 책임 부담 시 함께 책임

을 지는 이사․감사․감사위원의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책임에 대해 비

례책임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위 조문들에 해당하는 자

들을 중심으로 비례책임의 적용범위 조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위 

조문들에 해당하는 자들에는 이 글에서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이 주로 

문제되는 이사, 감사, 감사위원, 변호사, 신용평가인, 증권인수인의 책임

에 대해 살펴본다.

Ⅰ. 이사, 감사, 감사위원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비례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제115조제2항․제170조제1항 

및 외감법 제31조제4항․제241조제2항 모두 기본적으로 책임주체로 회계

감사인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들은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할 때 

함께 책임이 있는 이사·감사도 언급하고 있는바, 다음에서 세분하여 비

례책임 적용 여부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사내이사ㆍ기타 비상무이사, 감사ㆍ감사위원의 경우

    부실공시 책임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들은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

담할 때 함께 책임이 있는 이사·감사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례

책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상법 제400조와의 관계에서 정합성이 없다

면서 이사, 감사에게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156). 그

러나 문언상 이사·감사의 책임에도 적용됨은 명확하다.

156) 최문희(2014) p.267 참조. 이 견해는 이를 근거로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책임에 비

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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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론으로는 ⅰ) 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연대책

임을 지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는 견해(비례책임 적용 찬성)157), ⅱ) 비례

책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상법 제400조와의 관계에서 정합성이 없다

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158)가 대립한다. 

    검토하건대, ⑴ 회계감사인이 책임 부담 시 함께 책임을 지는 이사․

감사가 회계감사인이 책임 부담 시 함께 책임을 지는 다른 책임주체들의 

책임, ‘회계감사인이 책임 부담 시 함께 책임을 지는 이사(‘2.’에서는 

‘사외이사 이외의 이사’를 의미)․감사’와 ‘그 이외의 경우의 이사․감

사’의 책임에 책임형태를 달리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비례책임의 적용 여부는 일정한 정보에 대한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사

들, 흔히 사내이사로 분류되는 이사들은 다른 주체보다 회사의 정보 지

배가 높다. 물론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전문가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한 

신뢰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하나, 잘못된 정보 자체가 그의 

소관업무에서 생성되었는데도 원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상당한 주의

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159), 전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의 하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을 갖추지 못하여 사외이사가 되지 못

하는바,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는 않더라도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모회

사의 이사,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등으로서 독립

적이라고 보기 어렵고160) 회사 내부 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가능성

이 높은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까지 비례책임을 적용할 필요는 없

157) 김지환 p.699; 김병연 p.262 등 참조.

158) 최문희(2014) pp.266-267 참조.

159) 천경훈 p.147 참조.

160) 송옥렬, 『상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18. 1., p.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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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직무에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가 포함되

어 있는바,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통제, 재무보고와 회계정책의 적

절성 감독을 포함한다161). 사내이사처럼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

닐지라도 회사 내부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의 사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실공시의 결과를 낳았다

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와 같이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회사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우므로 비례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회계감사인이 책임 부담 시 함께 책임을 지는 이사․감사

에 대해 비례책임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이 불분명하고, ⅱ)설에서 지적

하듯이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내용

이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 상법 제400조162)에 대한 예외로 수용하기도 

어렵다. 추후 개정 시 이사․감사에 대한 적용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3.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증권 관련 서류 작성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도가 미미함

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해서만큼은 유통시장에서 뿐 아니라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도 적

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비례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63). 

16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016. 7. 26., p.34

162) 상법 제400조의 ‘책임 면제’는 ‘연대채무 자체’의 면제이고,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 비

례책임은 ‘연대의 면제’이므로 양자가 다르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총 채무액이 아니라 

개별 공동불법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대의 면제를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할 수 있다[최문희(2014) p.267 참조]. 따라서 두 내용은 조화되지 않으며 비례책임 규정을 

상법 제400조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163) 최문희(2014) p.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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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등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으며164). 정기적으로 또는 경영현안이 있을 경우 이

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등(상법 제391조) 회계감사인보

다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처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

고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도 어렵다. 사외이사들은 재무정보 분석의 전문

적 능력이나 인적 ․ 물적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심이 가는 부분

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중점이 있을 수밖에 없

다165). 또한, 면책 요건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한 판

례의 기준이 추상적이며166), 법상의 결격사유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는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

이 커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167) 사외이사들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그들에게는 전문성

과 조사역량보다는 독립성과 정당한 상식에 따른 문제제기 능력 정도가 

기대될 뿐이다168). 따라서 전문가 검증을 거친 자료라면 사외이사들은 

일단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문제제기와 해

명요구, 회계감사인 등의 해명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과실이 있

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169). 그리고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더라도 노력

의 정도를 책임의 정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의 

16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참조.; 감시의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권

(상법 제390조 제1항), ④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 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설명 요구권(상법 제

393조 제3항), ⑤ 회사의 자산상태 조사권, ④ 주요서류 열람권, ⑤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등

을 행사할 수 있다.

165) 천경훈 p.146 참조.

166) 천경훈 pp.130-135 참조.

167) 김재훈‧이화령 참조. 

168) 천경훈 p.151 참조.

169) 천경훈 p.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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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한하여 비례책임을 적용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며, 비례책임의 정합성 차원에서도 사외이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상 법원도 비례책임이 적용되

지 않는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170)171).

   4. 이사 지위의 구별 문제

    상법 등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개념표지로서 상

무 종사 여부, 결격 사유 존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개정(2009. 

2. 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172)(이하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라 함)는 주주총회 등에서 선임된 이사의 종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절차적 요건의 의미를 지닌다173). 그러한 점에

서 가령,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않게 

된 경우, 반대로 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상무에 

170) 한 하급심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사후에 감사한 회계법인이 업무담당이사와 동등한 정도의 책

임을 지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고, 각 이사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공시에 관여한 정도, 회사에서

의 지위, 재적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내이사는 손해액의 40%, 회계법인은 30%, 사외이사들은 

20%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0

가합78858 판결 참조.).

171) 다만, 사외이사는 다른 직업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박세연, “2013년 대기업집단의 사

외이사 선임 현황”, 《CGS Report》 제4권제1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4., p.7 참조.) 회계

감사인처럼 명성자본이 주의의무를 끌어올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

러나 비례책임 제도에서도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많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외이사가 

만연히 주의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글에서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례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할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172)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223, 2009. 2. 2. 시행)’는 

상법 제317조 제8호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를 등기하려면 신청서에 첨부된 주식회사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된 사실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안내한다.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제정 2009. 7. 2.,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시행)도, 주주총회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종류로 등

기한다는 취지이다.

173)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 신청자가 원하는 등기가 되도록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본연의 법적 성격 자체는 일종의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대외적 구속

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춘 p.51〕는 이사의 종류는 이사의 업무내용(사외이사는 

추가적으로 상법상 결격사유의 부존재)을 필요조건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유사한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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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경우 등기되어 있는 바에 따라 비례책임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비상무이사들에게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업무특성과 회사 정보에 대한 지배력에 따른 것이며, 상법도 어

떻게 선임되었거나 등기되었는지를 어떠한 종류의 이사인지 가름하는 기

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실질이 어떤 종류의 이사인지 판단할 때에, 선임과 등기된 이

사의 종류가 실무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때, 어느 정도

의 비중을 가지는 고려요소가 되는지를 법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 가령, � 등기되어 있는 종류의 이사인 것으로 추정하여 비례책임 

여부를 결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

가 이를 증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 이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내이사로 추정하여 연대책임을 적용하

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비례책

임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에서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의 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처리방법’의 취

지 고려174)). 

Ⅱ. 변호사, 신용평가인의 경우

  비례책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외이사나 회계감사인에 대해 이루어졌

174) ‘이사 등기방법 등 안내’에서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사내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함.

◦ 단지 ‘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하도록 하여 사내이사

로 등기하여야 함.

◦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첨부서면인 의사록을 

“사내이사”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내이사가 아닌 

“사이외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위 안내내용의 취지는 이사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사내이사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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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와 신용평가인 등에 중점을 두어 논하고 있는 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호사나 신용평가인이 부실공시와 관련하여 제3자

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175). 그렇지

만 이들도 회사 외부의 자로서 회사 정보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져 무거

운 책임 부과의 효과가 주의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

려 유능한 전문인들이 의견 제공 등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주의의무의 해태는 그에 비례한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명성자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감사인과 마찬가지로 비례책

임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도입된 제도 내 균형에 맞을 것이다.

Ⅲ. 증권인수인의 경우

  앞서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도 비례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회사의 정보를 직접 지배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파악하여야 하

는 특성상 연대책임이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176). 혹은 상장법인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 후 단기간 내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점 

175) 변호사의 경우, 회계감사인과 비교해볼 때 ① 내용상 독립적인 평가결과만을 담고 있다고 보

기 어렵고, ② 공시서류의 일부로서 활용될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드물어 투자자들이 

그 의견 자체를 발행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의 직접적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회계감

사인과 달리 ③ 증권변호사가 제공하는 의견 등이 규제기관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

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증권변호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인증한 내

용이 별로 없어 발행증권의 유효성에 관한 법률의견 등 좁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실무상으로도 변호사가 증권신고서 작성과 

제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에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김정연 pp.558-566, p.571, p.577 참조).

     신용평가인의 경우, 실제로 책임을 물은 사건은 호주에서 파생금융상품 평가에 대한 주의의

무 위반이 비교적 명백했던 사안에 대하여 한 건 있을 뿐이다[송옥렬(2008) p.83 참조]. 판례상 

신용평가회사가 현재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신용등급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 사후적 책

임을 부담할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가합

501894 판결 참조). 

176) 대표주관회사라 하여도 현장 실사와 면담, 공개자료‧언론보도·제3자로부터의 의견 청취·외

부 전문기관의 분석보고서 검토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 제정,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실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내

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이하 ‘모범규준’) 제8조(실시방법) 참조). 발행회사가 은폐한 이면

계약이나 우발채무 등,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 회사의 위험 및 향후전망에 관한 정보 등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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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근거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177).

  그러나 증권인수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위해 다양한 전문 인력을 고용

하는 등 인적 ․ 물적 조직과 자원동원 역량을 갖춘 조직이다178). 그리고 

증권의 인수인이나 주선인은 기업실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고, 적정 공

모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정보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며179), 제대

로 역할하게 하기 위해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다180). 앞

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미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책임에 비례책임을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특히 제도적으로 증권 공모 시 발행인이 공

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을 대비하여 인수인 등에 상당

히 의존하고 있는바181)182), 인수인 등의 책임에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형적인 비례책임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증권인수

인의 책임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지 않다.

Ⅳ. 소결

  회계감사인의 유통공시 시장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비례책임이 

177) 현재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후 모집주선 계약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

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 

금융투자협회, 2012. 12. 18., (이하 ‘모범기준’) 참조].

178) 천경훈 p.151 참조.

179) 구체적으로 ① 증권의 발행 시 발행회사 조사, 증권신고 관련 서류 준비에 참여, 증권 공모가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대표주관회사(또는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등 주식의 공모

가 결정 뿐 아니라 주식의 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발행회사의 영업, 재무 등에 

관한 조사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재무․회계․세무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상장요건 관련 

협의․지도 등을 하며 이를 기재한 대표주관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법상 일정한 시기 동안

(또는 그러한 시기에) 발행회사 관련 사항을 협회에 제출․보고해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 참조).

180) 금융감독원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적절한 주의’ 이행을 위한 유의사항”(2009. 2. 5.),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모범기준과 모범규준 등

181) 박준 p.53, 55  참조.

182) 입법적으로도 2011년 대표주관회사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을 모든 인수인에까지 확대한 

점은, 그만큼 발행시장에서 게이트키퍼로서의 인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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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 있고, 제도 내에서의 정합성을 생각할 때 사내이사, 기타 비상

무이사, 감사, 감사위원(사외이사인 경우 제외), 증권인수인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사외이사, 변호사, 신용평가인 등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귀책사유

I. 중과실의 행위자에 대한 비례책임 적용 여부

  외감법 제31조제4항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15조, 제241조는 회계

감사인 등 일정한 책임주체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의 행위

자에게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비례책임이 비

고의와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183)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고

의의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영역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는 등 형평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고의는 없으나 중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비례책임이 적

용되는지인바,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은 없다. 이에 대하여 이 경우에도 

비례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 이미 고의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

고 있다는 점, ⓑ 개정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으나184) 비고의이면 적용되

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 ⓒ 고의와 중과실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상법 제797조, 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등) 

183) 이준섭(2014) pp.91-93 참조.; 가령, 판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감책 주장을 허용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는 듯하면서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의의 행위자에 대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조). 

비례책임도 결국 일종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과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비례책임이 반드시 고의의 행위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필연성은 없다.

184) 제302회 정무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11. 8. 22), pp.36-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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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근거로 든다185).

  검토하건대, 대법원은 아직 법문에서 채무자 내지 책임 부담자를 제재

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중과실을 포함시

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186)187). 또한, 위와 같은 비례책

임 제정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석론상으로는 중과실의 경우 비례

책임을 적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나 감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

으로서 고의(악의)와 중과실을 같게 취급하는 등188)(상법 제401조, 제414

조 참조) 상사법 전체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에는 비례책임 배제사

유로 중과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중과실

의 의미가 판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고의에 가깝거나 

주의의무의 현저히 결여하는 경우로 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189), 입법

론적으로 책임제한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0).

185) 최광선(2014a) p.46 참조.

186)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

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187) ‘중과실’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악의’ 내지 ‘고의’와 같이 취급

한 것으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하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요건(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행위상대방의 요

건(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행위함을 

알 수 있었다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통념상 요

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알지 못한 경우 ‘중과실’ 인정, 대법원 2013. 7. 11. 선

고 2013다16473 판결 참조) 등에서 이를 ‘악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

권자 내지 거래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내지 책임부담자가 항변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나 책임부담자에 대한 책임 부과 내지 제재 요건으로서의 고의(악의)와는 다른 

문제라고 보인다.

188)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참조. 이 외에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의 예외에 

관한 상법 제400조 제2항, 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8조의8 등이 있다.

18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충상 pp.227-239〕에서와 같이 

대법원 판시 중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과실도 비례책임 

배제사유로 포함시키면서 그 의미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에 한정한다는 등으로 밝히면 명확해

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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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손

해액 대비 책

임부담비율

(단위: %)

과실 사유

서 울 지 방 법 원 

1996. 2. 15 선고 

95가단85442 판결

(단독피고인 회계

법인 100%), 서울

지방법원 1996. 8. 

28. 선고 96나

15298 판결, 대법

원 1997. 9. 12. 선

고 96다41991 판

감사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상 중요

항목인 2,000여 개 품목 중 단 36개 항목만 확인 

후 그 재고자산의 실재 인정하여 218억 4,100만 원

의 과대계상 미발견. 회시 제시 허위 어음 보과 잔

액증명원만 가볍게 믿고 어음이 보관되었다는 은

행에 직접 조회 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어음 

액면 금 209억 원 과대계상 미발견. 일부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소외 회사를 통하여 

회수․전달받음으로써 허위의 외화 외상매출금 20억 

Ⅱ. 과실과 중과실의 구별

  아래와 같이 회계감사인이나 사외이사 등 소위 게이트키퍼에 대한 부

실공시 책임이 인정된 사례 중에서 회계법인 등에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인정된 예는 극히 드물다(형사판결에서 회계법인의 피용자인 회계감사인 

개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형벌을 받는 등의 사례191)가 

있을 뿐이다). 그러데 위 Ⅰ.에서와 같이 만일 중과실에까지 비례책임 배

제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중과실과 과실의 구별도 중요해질 것인바, 기존

에 어떤 사례에서 과실이나 중과실을 인정해왔는지를 다루어본다.

   1. 과실이 인정된 사례195)

190) 최문희(2014) pp.268-269 참조.;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각 주별 입법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과실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고의와 같게 취급하여 비례책임을 배제하는 

곳도 있다(이 글의 부록 참조).

191) 후술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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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9,700만 원 및 외상매출금 10억 4,400만 원, 선급금 

지급 금액의 과대계상(실제 60억 7,200만 원임, 계상된 

금액 140억 1,000만 원) 미발견192).

서 울 지 방 법 원 

1996. 7. 26. 선고 

95가합65247 판결

(피고 회계법인 

70%) , 서울고등법

원 1997. 6. 24. 선

고 96나37048 판

결(외감법상 책임

은 제척기간 도과

로 소멸, 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 

회계법인 10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32215 판결(손해액 

산정방법 오류 지

적하며 파기환송), 

서 울 고 등 법 원 

1998. 12. 18. 선고 

98나24220 판결(환

송 전 원심과 같

은 논리, 손해액만 

달리 인정)

소외 회사가 대기업으로서 분식결산을 할 위험이 

적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또 그 감사일정에 쫓긴 

나머지 위 기준 및 준칙에 위반하여 위조된 관계

서류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채무잔액조

회서 등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

만 감사를 실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12. 선고 

2000가합78841 판

결(피고 회계법인

과 회사 측 일괄 

60~70%. 원고별 

과실 개별적 평

¤재고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존 재고품목만이 기재된 일

부 수불부만 제출받아 그 부분에 관해서만 표본검

사를 하고, 피감회사가 임직원 근속연수 차감사실 

은폐를 위해 경리․결산팀 임직원들의 것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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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울 고 등 법 원 

2005. 9. 9. 선고 

2002나65020 판결

(인과관계가 부존

재한다며 청구기

각)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

60246 판결(인과관

계 인정하여 파기

환송), 

서 울 고 등 법 원 

2008. 9. 26. 선고 

2007나110253 판

결(피고 회계법인

과 회사 측 일괄 

60%)

자 총 2만 400여명의 직원 중 20명만 표본으로 추

출함.

¤ 피감회사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하

여 검토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매출채권 충당금, 재

고자산, 시험연구비, 미수금, 예치보증금 등)에 대해 피

고 회계법인의 실무책임 회계사가 감사하지 못했

다는 점과 감사 중 부외부채발견 등을 들어 종합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으로 기재했었음. 그런데 

그 담당 파트너가 서명날인란에 위 실무책임자의 

이름으로, 감사요약철의 부외부채 감사결과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종합감사의견란에 특정 부

분에 대하여만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판단을 보

류하고 나머지는 적정하다는 의미의 ‘한정의견’

을 기재함. 그러나 사실상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견거절을 표명

하였어야 하는 것이었음(한정의견 표시 부분도 가공

자산으로 확인됨)1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5가합11726 판

결(인과관계를 부

정하여 기각),

서 울 고 등 법 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인과관계 인정, 

피 고 회 계 법 인 

5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

90647 판결(인과관

계 인정, 손해액 

때문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자의 거래장

부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음의 소지 여부, 발

생금액 등에 대한 조회ㆍ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하

는데(63장에 달하는 어음의 발행금액, 사용처, 소지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관계

자에 대한 조화확인 등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증빙자

료를 받지 못하고 특수관계자의 설명과 불일치하였음), 

그렇게 하지 못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감회사가 매출채권ㆍ재고자산ㆍ고정자산 등을 



- 61 -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816 판

결(피고 회계법인

과 회사 측 이괄 

70%),

서 울 고 등 법 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피고 회계법인 

5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

79674 판결(인과관

계 인정하여 상고

기각)

허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음에도, 회계감사기

준과 준칙 등에 정해진 규정에 위배하여 피감회사

의 회계장부와 전표의 대사, 매출채권의 조회 확

인, 매출의 실재성 확인, 재고 실사 입회, 유형자산 

및 개발비에 대한 취득증빙 테스트, 개발비에 대한 

자산성 검토 등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가합135375 

판 결 ( 회 계 법 인 

70%),

서 울 고 등 법 원 

2013. 11. 20. 선고 

2013나3868 판결

(회계법인 40%),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

97694 판결(외감법

상 거래인과관계 

사실상 추정)

피감회사에 대한 회생조사보고서상의 중요 재무상

태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피

고 회계법인 이전의 다른 회계감사인들은 장부에 

반영한 담보대출 관련 어음금채무 누락, 피고 회계

법인의 상무가 ‘일부 인지하고 있었으나 한꺼번

에 수정 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분식 내용 중 일

부만 수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다만 제1심

과 달리 녹취 경위와 다소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을 고려

해 고의라거나 분식회계 전반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

니라고 봄), 다른 회계법인과 달리 피고 회계법인만

이 자본을 많게 계상하였고, 기타 피감회사의 규

모, 영업활동내역, 피고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인이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2심은 형식적으로만 회

계감사기준과 지침에 따라 감사였고 합리적인 주

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1가합59075 판

결(회계법인 30%, 

회 사 측 은 

50~100%),

서 울 고 등 법 원 

2016. 4. 29. 선고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그 전부를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합당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가령, 금융자문수수료가 피감회사 영업수익의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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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5062 판

결(제1심과 동일),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

231174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를 차지하고, 주된 수입원인 이자수입의 10%를 넘는 등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전문

가적 의구심을 가졌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가합22045 판

결,

서 울 고 등 법 원 

2013. 9. 25 선고 

2012나96955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

85172 판결(피고회

계법인의 책임액

을 임원진과 동일

하게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

추어 현저히 불합

리하다며 파기환

송)

피고회계법인: 개인 소액대출채권이라 하더라도 대

출채권의 실재성율 확인하기 위해 표본 추출하여 

외부조회절차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감사절차인

데다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하여 소액대출이 많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히 더 필요하였음. 그 결과 

피감회사의 수년간의 분식회계를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였고 피감회사도 이를 이용해옴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2가합75142 판

결(회계법인 50%, 

회사 측 70%, 사

외이사 30%),

서 울 고 등 법 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

결(피고 회계법인 

30%, 회사 측 

70%, 사외이사 

2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

243163 판결(상고

기각)

¤사외이사: 회사 미출근, 이사회 불참석 등의 사

유는 그 자체로 고의ㆍ과실 자인이 됨.

¤피고 회계법인 : 공사현장별 원가 배부 및 예정

원가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 수행 시, 피감회사와 

동종 회사가 분식회계 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분

식회계 수법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업무지침에도 

예시 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

음. 피감회사가 공사카드 외 증빙서류를 조작하지 

않았고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와 자신의 재검토에

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표본 중 실제와 다른 것

이 상당했는데도(절반에 이르는 것도 있었음) 적발해

내지 못했고, 결국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로부터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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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92400 

판 결 ( 회 계 법 인 

40%, 회사 측 

80%), (항소심인 

서울중앙 2015나

62219은 화해권고

로 종결됨)

최근 연속 결손인데다가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

본 완전 잠식 상태에 있었던 주식회사 낙원주택건

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

로 분류(결과적으로 적정의견을 주었다는 것 외에 구체

적인 임무해태 사실이 설시되어 있지는 않음).

사건번호 중과실 판단

서 울 고 등 법 원 

2008. 5. 14. 선고 

2007누25383 판결

(이전의 사건 진

행: 서울행정법원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96)을 부과하려면 위반행

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197)(손해

배상 청구와 행정제재인 과징금의 취지․성격이 다르기는 

할 것이나, 같은 자본시장법 내에 있고 그 뒤의 민사 판

결들에 비하여 비교적 사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다. 그

    2. 중과실 이상이 인정된 사례200)

192) 〔서울지방법원 1996. 8. 14. 선고 95가합53107 판결(증권거래법상 책임 인정, 회계법인과 회

사 측 일괄 100%),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7574 판결(증권거래법상 책임은 제척

기간 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회계법인과 회사 측 일괄 10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손해액 산정 오류 이유로 파기환송, 그러나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99나

61660 판결에서 소가 취하됨)〕도 같은 피감회사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사함.

1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0가합78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 판결(회계법인과 회사 측 일괄 3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 판결(회계법인과 회사 측 일괄 60%)〕도 같은 피감회사의 분식

회계 사건으로 유사함.

1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209791 판결(단독피고인 감사인에 대하여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나50116 판결(1심과 동일), 대법원 2016. 9. 28 선

고 2014다221517 판결(위 2013다85172 판결과 동일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1006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31917 판결, 대법원 2016다

230775 판결은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2가합55247 판결(감사인 50%, 회

사 측 10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35 판결(감사인 15%, 회사 측 70%), 대법원 2017다

202817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주의의

무 위반 없다고 보아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나52358 판결(감사인과 회사 측 일괄 40%), 대법

원 2014다11895 판결은 진행 중〕도 같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사함.

195) 심현지 pp.68-70은 2017. 1. 9.까지의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을 사건번호와 책임

제한 비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은 위 사건번호를 참조하여 판결들을 찾아 이후의 진행상

황을 반영하고, 어떠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판결 내지 판례)들은 대법

원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나열하되, 대법원 판결이 없는 판결은 맨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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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1. 선고 

2004구합40518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2809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

11590 판결)

리고 아래 구상금 청구 사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

적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증선위로부터 중과

실 등이 인정되어 과징금 등을 받은 것이 참작되므로 중

과실 이상이 인정된 판결 부분에 함께 기재한다).

피감회사가 당시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이 컸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피감회사가 주채권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외화차입금의 규모․조건, 반도

체시장의 상황, 경영여건상), 피감회사가 출력해준 자

료를 토대로 감사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

지 못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대체금액을 감

사하면서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80%를 넘는 건당 

20억 원 미만의 가공거래 500여 건, 전기 이월 유

형자산에 대해서는 실재성 확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음. 전기오류의 규모가 중대함(유형자산의 10.5%, 

자기자본의 12.5%, 당기순이익의 32.6%에 이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서 울 고 등 법 원 

2008. 5. 14. 선

고 2007누25390 

판결(이전의 사

건 진행: 서울행

정법원 2005. 11. 

1. 선고 2005구

합6553 판결, 서

울 고 등 법 원 

2006. 6. 1. 선고 

2005누28104 판

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

두11606 판결)

¤ 총자산 중 비중이 매우 높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감회

사가 업계 업무관행과 달리 거액의 선박구입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했는데도 선박의 실제 취득 여부를 

생략하고 피감회사 제시 매매계약서만으로 선박이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연말에 전기 대비 3배 정

도의 공기구 비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마

찬가지로 회사 제시 계약서 등만 보고 실재하는 것

으로 판단함. 전기 이월 유형자산에 대하여도 실재

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음.

¤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는 자금사정이 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감회사가 그 차입이

자율(12%)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6%~8%)로 상호

신용금고나 일반회사에 1,700억 원을 장기간 묶어

두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함. 명칭만으로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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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이 

실제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별다

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음. 단기금융상품에 계상

된 거액의 예금통장 원본을 회사가 아닌 신용금고

가 점유하고 있다는 통장보관증을 입수하고도, 통

장원본 보관과 관련한 자금의 사용 제한 여부 파악

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중대

한 과실 인정

[피감회사의 피

고 회계법인, 그 

소속 회계사(甲)

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

11137 판결(원고

와 피고들의 내부

적인 책임비율은 

75:25), 서울고등

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

5304 판결(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

인 부담 부분의 

비율은 85:1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

82750 판결(당사

자들의 내부적 부

담비율: 원심과 동

① 당시 피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원고가 

대여금채권 등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금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적정으로 

하는 한정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함. 그런데 피고 

甲은 회계실무자 乙, 丙로 하여금 대손충당금 문제

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적정의견을 기재하게 함

(乙이 甲에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피고 甲은 경영자의 의지나 회수 계획을 확인․

판단한 바 없이 사실상 피감회사에 유리하도록 대손충당

금을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조서를 잘 만들어보라고 乙

에게 강요함). 피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은 위 대

손충당금 설정문제를 감사계획 단계부터 위험요소

로 인식하고 해당 지점 감사팀에 의문을 제기하기

도 했으나,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② 피고 甲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받자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乙, 丙에게 

해당 감사조서의 수정을 지시하여, 乙, 丙은 위 감

사보고서 공시에 따라 확정된 감사조서 중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의 내용을 수

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첨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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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감사조서를 수정함으로써 감사조서를 변조함.

③ 증선위는 피고 회계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의결을 하기도 함.

⇒ 피고 甲은 위 각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각 감사보

고서에 거짓의 적정의견을 기재함.

¤ 피고 甲은 피고 회계법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甲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 회계법인의 고의나 과실

로 보아야 함.

[회계법인의 피

고들에 대한 구

상금 청구 사건]

서 울 고 등 법 원 

2017. 8. 24. 

2016나2076092 

판 결 ( 원 고 에 게 

40% 이상의 기여

도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공동면책

이 없다며 청구기

각)198)

원고(회계법인)는 다른 회계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결

과의 타당성을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와 비교하여 

직접 확인․평가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인용함. 또한, 피감회사 교부 담보제공 

확인서만 믿고 재고실사를 거치지 않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피감회사가 만기 전환사채 원리

금과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

하였는데도 전환사채의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 피

감회사가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

기부등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유권 

관계나 담보권 설정 관계부터 잘못 표시되어 있거

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이로 인해 증

선위로부터 과징금, 감사업무 제한 등의 처분을 받

았으며(중과실 2단계199)에 해당), 이에 대한 취소소송

에서 패소확정됨.

[회계법인의 피

감회사 등에 대

한 구상금 청구 

대형 회계법인인 원고는 동종영업에서 흔히 사용되

는 회계부정에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그렇

게 할 수 있었음. 공사코드는 조작되었으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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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 6. 21. 선

고 2016가합

35697 판결

{선행 민사판결에

서 피해 주주들에

게 피고들은 전체 

손해액의 70%(피

고로 되지 않았으

나 함께 유죄 판

결이 확정된 자들

도 가담형태와 정

도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70%

라 할 것임) 판, 

원고는 전체 손해

액의 30%를 공동

하여 배상하도록 

함. 전체 손해액의 

30%에만 원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

정하면 원고와 피

고들의 내부적 부

담비율은 20:80}

외의 증빙서류의 조작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

았고 피고들의 적극적인 회계감사방해 행위는 보이

지 않음. 공사원가가 실제와 다른 공사에 배부된 

내역을 전혀 적발해내지 못하였고 피감회사 제공 

증빙서류에 의심할 만한 기재가 있는데도 증거 제

출을 요구하지 않았음. 증선위는 원고 와 그 소속 

담당 회계사들에 대해 중과실의 경우에 적용되는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림. ⇒ 중과실 인정

196)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의11 제1항(현행 자본시

장법 제429조 제1항에 해당)

197)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의11 제7항(현행 자본시

장법 제430조 제1항에 해당)

198) 원고의 공동면책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으나, 제1심인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4가합584589 판결 중 피고도 항소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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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먼저 중과실이 인정된 사안들에서는 회계감사인은 피감회사가 제공

한 자료만 감사하였을 뿐, 감사 대상의 상당부분에 대해 실재성 확인절

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이례적인데도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고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일 때도 있고 피감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방해

행위도 없었지만 실제와 상당히 괴리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또는 거

의 적발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과실이 인정된 사안들에서는 과실사유로 동종업계에서의 전형

적인 분식회계 수단, 자본의 완전잠식 상태인 피감회사를 정상으로 분

류, 재무제표의 중요 부분에 대한 소홀한 감사, 다른 회계법인과 판이하

게 다른 결론, 회계감사인에게 기대되는 정도보다 상당히 적고 편협한 

것을 표본으로 하여 검사, 증빙자로 미제출로 사실상 전반에 대한 감사 

미실시인데도 ‘한정의견’ 기재, 피감회사 제출 자료를 쉽게 믿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있다.

    적어도 판시사항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된 사유와 과실이 인정된 사

유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는 형사와 달리 고의와 과실이 책

임의 성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 민사 영역에 해당하여, 회계감사인의 

주관적 용태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를 기각하기만 함. 해당 판결에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판결

이 판시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과 위 비율 산정 당시 참작한 증선위의 

중과실 2단계에나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고려하여 ‘중과실 이상’의 사안으로 분류함.

199) 고의, 중과실, 과실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1단계로 갈수록 중한 조

치, 5단계로 갈수록 경한 조치를 의미한다.

200)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일자, 대법원 판결이 없는 경우 2심 판결까지 나

와 있는 것을 우선하여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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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인에 ‘중과실’이 있다고 언급한 판결사안들의 경우, 다른 사

안에서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내부적 부담부분이 덜 인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표에서 피감회사와 회

계감사인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비율이나 내부적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근

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이 유사한 바201), 피감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경우 회계감사의 내재적 한계가 있고, 회계감사인이 위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방치한 것이 아닌 한 회

계감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든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든 대체

로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고202), 결과적인 책임 제한의 정도도 중과실

로 설시되었는지, 과실로 설시되었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판결들에서 중과실 사유와 과실사유가 뚜렷이 구

별되지는 않아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중과실에까지 비례책임이 배제되도록 한다면 구별이 중요할 

것이고, 위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감사에서 실재성 확인절차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저히 주의의무를 결하는 것으로 보아 비례책임의 

적용을 배제함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본다.

제3절 부실공시의 유형

201) 주식의 가격 변동에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의 영역),  원고가 피감회사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한 

사정,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자도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

한다는 점, 투자자가 더욱 위험이 따르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정황, 원고들이 전문투자자로

서 회계감사의 한계도 알고 자체적인 재무정보 분석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있는 점(피해자의 

영역), 고의의 행위자인 피감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계감사인은 다르다는 점, 회계감사의 목적과 

한계, 회계감사인의 추가적인 피해 확대 방지에의 기여, 피감회사로부터 받은 감사보수,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계감사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가해자 측 영역) 등을 들고 있

다.

202) 일부 90년대 판결들의 경우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는 당시 널리 이용되지 않

았던 것으로 봄이 더 맞을 것이다. 최근에는 원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감회사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에 대해 형평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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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 포함 여부

   1. 현행법의 해석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발행시장은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

장이다203). 발행시장에서는 유통사장의 경우보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204), 발행시장에서  ‘증권신

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유통시장에서 주권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계속공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들 각각에 대한 부실공시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발행시장에서는 자

본시장법 제125조, 유통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205), 제170조). 비

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170조, 제241조는 ‘회

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비례책

임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 중에서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관

한 책임에만 인정된다.206).

  2. 입법적 검토

    이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까지 비례책임을 확대하여야 

203) 김건식․정순섭, p.161 참조.

204) 한수진 p.7 참조.

205)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1가합84705 판결]은 유통시장 취득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의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206) 이준섭(2014) p.100은 자본시장법 제162조와 제170조는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이라는 연결고리

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162조에도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나 해석론상으로는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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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정보가 

모두 투자자에게 중요하므로 단순히 거래 규모로 책임에 차이를 두는 것

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207) 회계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정보의 지배에 한

계가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한다208). 또는, 특히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

시 책임이 성립되기 쉬운 것과의 균형상 비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20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이 발행시장에서는 유통시장에서보다 더욱 공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발행시장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10). 

    먼저, ◯ⅰ 유통시장의 경우, 증권이 상장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시장

가치가 형성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제공된

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투자자의 유일한 투자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아

니다211). ◯ⅱ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거래관계가 존재하

지 않고 제3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므로 공시정보가 직접 투자 권

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발행시장의 경우, ◯ⅰ 증권 보유자 사이의 거래를 통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의 대상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나 관계인이 발행인의 재무․경영 기타 정보와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를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212). 발행인 등은 공모를 할 때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인 등의 제공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투자

207) 최광선(2014a) pp.61-62 참조.

208) 최문희(2014) p.261 참조.

209) 이준섭(2014) p.101 참조.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1가합84705 판결 참조.

211) 정규언 p.226 참조.

212) 정규언 p.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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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ⅱ 또한 거래 규모면에서 발

행시장은 유통시장에 비하여 훨씬 규모가 작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성

도 있다. 대표적인 비례책임 도입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발행시장 공시

의 경우 33년법에서 사외이사에 한정하고 있다213).

    다만, ‘Ⅱ. 대상서류의 범위’에서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

에 회계감사인이 별도로 증명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감사

인에게 부실공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책임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비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14).

Ⅱ. 대상서류의 범위

   1. 유통시장에서 감사보고서

    유통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작성한 감사인은 배

상책임을 부담한다(외감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제170조 참조).

  2. 기타 공시서류로의 확대 여부

    가. 발행공시 관련

      1) 증권발행을 전제로 작성되는 의견이나 서류의 경우

       증권의 발행에 법령에 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거나 첨부되는 

서류들 중 증권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모집․매출(이하 

‘공모’)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215),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

견216)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213) 33년법 제11조⒡항⑵(A)

214) 정규언 p.226 참조.

215)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

216) 주권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의 직접공모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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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주권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발행회사

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서 등 서류217),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218), 신용평가서 사본219), 변호

사의 법률검토의견220)과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221)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이들 서류는 모두 증권발행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있음을 전제로 

증권신고서에 자신의 의견이 기재․첨부되어 투자자들에게 공시된다는 점

을 알고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

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22).

       이때 성립한 책임에 문언상으로 비례책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Ⅰ.에서와 같이 발행시장의 경우 유통사장의 경우보다 정보

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론적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중시

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증권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기재 의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바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참조. 여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1. 영 제68조제2항제1호(인

수업무) 및 제2호(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의미함. 이러한 기관들이 

증권분석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가 정지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증권분석대상

과 위 규정 제2-5조 제3항상의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217) 기존 법인이 지분증권 공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

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하목 참조.

218) 설립중인 법인이 지분증권 모집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

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마목 참조.

219) 무보증사채건 공모 시 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자본시장

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 제2-6조 제8항 제5호 라목 참조.

220)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

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7호 라목 참조.

221) 직접공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9호 가목 참

조.

222) 한수진 pp.27-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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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223), 증권신고

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②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

고서․반기감사보고서․분기감사보고서224), ③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

서․분기검토보고서225) 등이 있다.

       이들과 관련된 부실공시에 비례책임을 적용할지에 대해 증권신고

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의 경우도, 회계감사인

은 회사에 대한 정보의 지배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례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26). 그러나 이들 서류는 증권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

들이 아니어서 책임의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책임의 성

부를 논한 이후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의 비례책임 적용 여부를 다룬

다.

       각 부실공시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결들 중에는 ‘감사보고

서’(②) 에 대해서는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투자자 보호의 취지에서 자본

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책임을 인정한 것227)이 있

다. 반면,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증권신

고서의 첨부서류로 지분증권 발행 시에는 무보증사채 발행 시 요구되는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뿐 아니라 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와는 별도

로 “주권 상장 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의 서류도 요구하는 점228),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에는 감사‧검토 기준일 

223)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라목 참조.

224)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

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가 내지 라목 참조.

225)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

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다목, 라목 참조.

226) 최문희(2014) p.261 참조.

2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나2004505 판결(상고포기로 확정) 참조. 다만, 피고 회계법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

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정하였다(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를 한 것도 아니어서 구 외감법 제17조(현행 외감법 제31조에 해당)도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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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순위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상태를 확

인했다는 취지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위 법조의 책임

을 부정한 것도 있다229). 한편, 감사보고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던 

두 판결 모두 ‘검토보고서’(③)에 대해서는 위 법조의 책임을 부정한

다230).

       검토하건대, 감사보고서보다 보장하는 내용이나 수준이 낮은231)

‘검토보고서’는 물론이고,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이 법령

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일 뿐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로 추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232).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는 회

계감사인의 확인서와 달리 발행당시의 재무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

업보고서 첨부서류로서 쓰는 내용들을 증권신고서에 옮기거나 첨부서류

로 붙인 것일 뿐이다. 비록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유

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책임도 발행시장에서의 그것처럼 성립요건이 완

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책임이 투자

228) 즉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서류는 발행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 따로 요구하고 있는바, 

단순히 감사보고서 내지 검토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안의 자신의 의견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거나 해당 서류가 첨부되는 것에 동의․확

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가합5019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1가합590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4나2015062 판결(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1174 판결에서 상고기

각) 참조.

230) 검토보고서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3호 내지 4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으나, 그 이유는 상이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907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나

2015062 판결은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 모두 같은 이유를 들어 양자 모두에 대해 책임을 부

정하였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49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4

나2004505 판결은 검토보고서는 제공하는 확신의 정도를 들어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31) 금융위원회 고시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는 감사업무가 아니라 독립

된 연간재무제표 감사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

았다는 점에 관하여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을 얻는 정도로 족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한다는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

다.

232) 한수진 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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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의 면에서 보다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는 면233)도 있고, 서류의 

목적과 그 서류가 증명하는 대상234)이 다르다. 따라서 그 내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책임으로 물어야 하고, 따로 그 

내용을 증명하여 서명하거나 확인 등을 한 경우235)에만 자본시장법 제

125조 제3호나 제4호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별도의 

확인 등이 없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비례책임을 논할 이유가 없다. 다만, 만일 법원이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비례책임을 적용하여 최대한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236)(반․분기검토보고서의 경우 본래 회계감사보다 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더더욱 책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

렵고, 만일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비례책임을 적용하여 부담을 경

감해줄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에서의 결론을 전제로 할 때 만일 회계감사인의 별도의 

233) 가령 다수의 판결들은 투자자가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

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사업보고

서 및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

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일 발행시장

에서 부실공시의 피해자라면 정보수집이 유통시장에서보다 상당히 제한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액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0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9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1가합5907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062 판결의 취지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감

사보고서․검토보고서는 감사‧검토 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증권신고서는 궁극적으로 

증권 발행 당시의 재무상태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나2004505 판결도 감사보고서 등 

해당 서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청

구를 기각하였다.

235) 가령,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그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

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3항 제1호 참조). 

236)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나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모두 사

업보고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므로 양 자는 모두 감사 기준일 당시의 상황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쓰인 경우에 부실공시 책임을 질 때 비례책

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목적(증권신고서에 기재 또는 첨부)에 회계감사인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경우에 비례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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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등이 없는 서류에 법원에 의해 책임이 인정된 경우 비례책임을 적

용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감

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동일한 내용의 감사보고

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법 개정 없이도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

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사업보고서 등에 첨

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용이라 하

더라도 해석으로 비례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입법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

나.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

     ① 사업보고서 등237)에 기재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238), ② 회

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239),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

류로서 ③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240)․반기감사보고서․분

기감사보고서241), ④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분기검토보고서242), ⑤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

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의 동의

서243) 등이 있다.

237)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사업보고서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

고서를 의미한다(같은 법조 참조).

238)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8호 참조.

239) 반기보고서의 경우(분기보고서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생략 가능). 자본시장법 제16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참조.

240)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1호 참조.

241) 자본시장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참조.

242) 자본시장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참조.

243)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

한 규정 제4-3조 제3항 제1호 참조. 사업보고서등에 기재된 또는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자기

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과 위 동의서가 결합하여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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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③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해 비례책임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내

용과 ①의 내용이 동일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170조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4).

     ⑤의 경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제1절Ⅱ.에서와 같은 주체에게는 비례책임을 적용함이 제도 내 정합

성에 부합하고, 그렇게 개정된다면 대상서류 부분도 함께 비례책임을 적

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②, ④의 경우, 원고가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작성 부분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회계법인이 반기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이 위배되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을 뿐, 감사의견 표명이나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첨부서류의 진실․정확성을 증명한 것도 아니라며 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245)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위 1)에서 감사보고서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5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서조차 검토보고서

에 대해서는 ‘감사’와 ‘검토’의 차이를 들어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23판결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에 

있다. 이들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②와 ④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며246), 따라서 비례책임의 적용논의

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만약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나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감사보고서 관련 책임에도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것과의 형평성상 검토보고서 관련 책임에도 비례책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44) 한편, 한수진 p.40 주64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3․4호, 같은 법 제162조 제3․4호의 문언의 차

이(전자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 후자는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

항 ‘ 및’ 첨부서류)상 후자에서는 감사의견이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되었더라도 같은 법조의 

첨부서류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외되므로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한다.

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은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을 거쳐 확정) 참조.

246) 한수진 p.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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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책임의 유형

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모두 제3자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감법 제31조는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라고 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부실공시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등이라 할 것

이므로, 회사를 피해자로 구성할 때 과연 비례책임 적용에 앞서 배상책

임이 성립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판례247)의 설시를 고려해보면, 경영진에 의한 분식회계 등이 

있었고 회계감사인이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경영진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① 직접 

입은 손해와 ②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회사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 결과로 입은 손해를 경영진과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도 감사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함)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248), 각각에 대한 비례책임 적용 여부를 논한다.

247) 회사는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이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책

임(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사

용자책임에 관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

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

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는 법리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8) 이준섭(2005) p.126은, 피감회사로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계약적 책임을 묻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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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법적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에 비례책임이 적용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 회사가 직접 입은 손해

     회사가 경영진 등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 중 직

접 입은 손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연대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회계

감사인이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나.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한 손해

     ‘회사는 경영진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

여 입은 손해로 ① 직접 입은 손해와 ②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회사 자

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입은 손해를 경영진과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도 감사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함)에게 주

장할 수 있을 것249)’이라는 판시 내용은, 일단 주된 가해행위자에 대한 

우보다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계약적 청구권의 경우보다 늦기 때문

에,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대개 계약적 청구권보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 하는바, 계약적 청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249) 회사는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이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책

임(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사

용자책임에 관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

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

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는 법리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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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인다. 주된 가해행위자는 회사가 제3

자에 대한 배상책임(②)을 지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로든 구상권 행사로든 주된 가해행위자에게 ②의 손

해 대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주된 가해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

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아니하는 것250)과 유사한 취지에서, 회사에 배상액의 감경을 주

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주된 가해행위자가 대

개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인 경우가 많은바, 그런 경우라면 해당 공

동불법행위의 피해자 뿐 아니라 회계감사인도, 주된 가해행위자인 회사

의 임직원과 공모하지 않은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3자라고 취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법 제389조, 제210조의 취지를 볼 때, 회사는 그 경영

진 등을 통해 업무집행을 하므로 관련 불법행위도 회사 경영진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 자신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251).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회계감사인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부담부

분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25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

결 등 참조.

251)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82750 

판결〕은 피고 “피고 회계법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C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 회계법인의 고

의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피감회사)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

은 피고 회계법인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취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피용자의 고의․

과실은 사용자의 것으로, 대표이사의 고의․과실이 회사의 것으로 평가받는다.

    ; 이준섭(2005) p.271의 “법정감사에 있어서 비록 회계감사인의 임무해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 피감사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후략)”거나 “피감사회사를 총주주

의 이익집단 혹은 회사채권자의 담보계산의 소유주체로 본다면 임원에 의해 행해진 분식결산

에 대해 그것을 회계감사인등이 발견할 수 없던 경우이더라도 실제 회사는 분식의 사실을 알

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인등의 임무해태의 결과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후략)”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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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안에서 피감회사와 분식회

계를 주도한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책임 제한 비율을 동일하게 산정한 하

급심(상고심도 이를 인정함) 판결도 회사는 경영진 이외의 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 경영진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252). 왜

냐하면 다수의 사실심 판결들이 책임 제한 비율 산정을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회사의 책임비율을 대표이사‧사

내이사보다 더 낮게 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 책

임자와 책임비율이 같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피감회사 측과 회계감사인 사이에 내부적 부담비율이 문제되는 

구상금 청구사안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가령, 피감회사(원

고)가 부실공시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그 이행보조자인 회

계사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판결은 원고와 분

식회계를 주도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 상무이사를 하나로 보고(편의상 

이를 합하여 ‘A’라 한다), 회계법인과 회계사(편의상 이를 합하여 ‘B’라 

한다)를 하나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A:B라고 

하였다253). 또한, 원고가 피해 주주들에게 일부 손해배상한 후 공동불법

252) 하급심 중 피고들의 피감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여한 정도 및 고

의성 유무, 취한 이익의 크기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책임 제한 비율

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면서, 피감회사와 그 주주 겸 대표이사·주주 겸 사내이사

(재무 담당)의 손해배상책임(해당 분식회계를 주도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됨)은 

손해액의 70%로, 사내이사(기술 담당)·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30%로, 사외이사의 손해

배상책임은 원고들 손해액의 20%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들 손해액의 10%로 각 제한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253) 위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내부적 분담비율을 산정할 때에,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원고의 상

무이사가 분식회계를 주도하였고,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에 비하여 더 긴 기간의 분

식회계가 유죄로 인정되고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 C(회계법인의 이행보조자인 

회계사)가 무조건 보수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웠으며, 피고 회계

법인이 원고(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원고의 상무이사가 한 행위이지만 원고의 행위로 평가됨)

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의 비율은 85: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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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인 피감회사(A)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에게 구상

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들, 피감회사 내부의 구상관계를 논

할 때에는 원고와 피감회사 사이의 분담비율을 먼저 정하여 원고와 피감

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위 피고들은 피감회사와의 내부관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구상관계를 단순화시키고 주식회사 제도와 이사

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만 부담하게 하는 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254)고 한 것

도, 피감회사 측 외부의 자들에 대해서는 피감회사 측을 하나로 보겠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사 회사가 회계감사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255), 주된 가해행위자인 회사 경영

진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손해

배상’이라기보다는 ‘구상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회사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자신의 부담부분 초과 부분 중 회계감

사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82750 판결 참조). 

254)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6092 판결 참조. 

25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

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

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경우

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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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

이 미미해서 소위 연대책임의 한계로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적용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Ⅱ.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판례는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청

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256). 그런데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책

임에는 연대책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외감법이

나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이 성립요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부실공시로 피

해를 입은 투자자들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유인이 있다. 그런데 판례는 현행 판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

성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청구처럼 거래인과관계나 

손해액을 추정하는 듯한 입장이다257). 그래서인지 실무상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이 대부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258). 이러한 

상황에서 비례책임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묻

는  경우에도 비례책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256)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

고 2004나64489 판결 참조).

25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258) 심현지 pp.6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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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는 ⅰ) 민법에 근거한 청구에도 비례책임을 적용함으로

써 비례책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와 ⅱ) 법 문언상 민법상 

청구에 비례책임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259).

   3. 검토

    민법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에도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판례는 성

립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단기제척기간을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자

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260). 특히 비례책임 제도와 관련해서

는 비례책임의 적용을 피하여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상 비례책임이 적용되

는 사안이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비교적 완화된 성립요건에 

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에게 불리한 자본시

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비례책임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근본적으로 양 책임의 청구권 경합을 인정한다면 민법상의 손해배

상청구로 하는 경우 거래인과관계 추정 등을 하지 않아 법문에 충실히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의 청구에는 연대책임이 적용

되더라도 책임의 성립 자체가 까다로울 것이므로 균형이 맞는다.

    그러나 판례가 워낙 이전부터 확고하게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면서 

성립요건의 완화까지 같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비례책임의 적용범위를 변경할 수박에 없다. 이는 위 ⅰ)설처럼 

해석으로는 어렵고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

259) 선행논문들에 아직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를 하나의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없

어, 가능한 견해의 대립으로만 서술한다.

260) 이준섭(2005) pp.169-171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일반 원칙에 반하여 증명책임을 손해배상의

무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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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민법이 배제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거나, 민법상 청구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되는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해서도 비례책임이 적

용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261).

제5절 특약에 의한 비례책임 배제 가능성

Ⅰ. 문제의 소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

의 경우 각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비례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지

(contracting out)에 관하여 주(州)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262). 가령, 

Queensland에서는 contracting out을 금지하지만, New South Wales, 

Tasmania, Western Australia는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문제

는 일반적인 논의로 치면 비례책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관

련된다고 할 수 있다.

Ⅱ. 배제조항의 효력과 범위

   1. 견해의 대립

    ⅰ) 책임 정도가 낮은데도 불합리하게 높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고들을 위해 도입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

다는 견해. ⅱ) 비례책임의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2. 검토

261) 안태준(2004) p.91도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기지 않기 위

해 특별법과 민법 사이에 법조경합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62) Davis(2009) '11. Contracting ou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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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책임의 배제 규정에 관한 글들은 주로 이러한 규정을 소개함에 

그치고, 따로 피해자를 나누어 논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회계감사인 

등 게이트키퍼가 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된 가해자인 피감

회사의 분식회계를 과실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로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주를 이룬다. 그러한 점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

한 책임을 나누어 배제조항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회사에 대한 책임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비례책임의 혜택을 받을 자가 그 혜택을 받

지 않겠다고 계약하는 것은 유효하다. 특히 제4절에서와 같이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손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대책임과 비례책임 등 책임의 강도 등을 정하

면서 감사보수도 그에 맞게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 비록 피감회사가 회계감사인의 고객이기는 하지만 회계감

사인 등을 절대적인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도 책

임 형태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

의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263)264).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

가 해당 조항에 회사에 대한 책임에 비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

의한 경우 그것이 계약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265) 회사에 대한 책임

263)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

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

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참조)”.

264)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비례책임 규정이 쟁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어서인지, 감사

계약서에 특별히 비례책임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보이지 않는다.

265) 판례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률상 면책 특칙이나 운송계약상 면책특약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

지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물며, 비례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전체적인 정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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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연대책임이 적용된다.

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경우

     제3자는 감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미친

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회계감사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제

3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감사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비례책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3자가 나중에라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한다면266) 그 시점에 위 당사자들 모두의 합의가 성

립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부합하므로 위 판례의 면책특약보다는 더 쉽게 비례책임 적용배제 특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피감회사와 회계감사인이 비례책임 배제 특약을 할 시점에 피해자가 위 특약

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에 동의할 것인바, 그 이후에라

도 피해자의 동의로 관련 당사자들 간의 배제 특약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66) 계약인수도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두 당사자 사이의 일부 내용에 관한 합의에 제3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고, 제3자가 이에 어느 시점에서 동의하였다면 그 시점에 위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

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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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수채무자 간 상호관계에 관한 쟁점

    외감법, 자본시장법상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

비율, 구상관계 등에 대하여 은 일정한 배상책임자가 ‘책임비율’에 따

른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할 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5

장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비례책임자로 이루어

진 경우가 비례책임의 쟁점들을 살피는 데 가장 적합하겠으나, 공동불법

행위자들 중 일부는 고의의 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

을 것이므로 함께 다룬다.

제1절 책임비율

Ⅰ. 책임비율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외감법,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배상책임자가 ‘책임비율’에 따른 책

임을 부담한다고만 할 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견해로 ⅰ) 구상권 관련 가해자들 사이의 책임부담비율을 

의미한다는 견해267)와 ⅱ)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비율만을 의미하고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라는 견해268)가 있다.

  비례책임을 적용한 판결은 없기에 비례책임에서의 책임비율을 어떻

게 파악할지에 대한 판시는 없다. 다만, 제2장 제3절에서와 같이 공동불

법행위자별로 책임 제한을 달리 한 후 중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초과부분 부담자에 대한 단독의 배상

267) 한태일(2016b)  p.253 참조.

268) 최문희(2014) p.281에 소개되어 있는 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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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乙 丙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乙과 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乙 60%, 丙 40%, 전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269). 한 하급심은 여기서의 ‘책임비율’에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가해자들 사이 내부 부

담부분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270). 

     아래에서는 ⅰ), ⅱ)의 견해에 따른 차이를 사례들 들어 살펴본다

(‘추가배상’은 제6장에서 서술할 것이지만, 외감법 제31조 제6항에 따

라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추가

로 배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들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공동불

법행위자들이 모두 비례책임자인 경우를 살핀 다음,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 등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2.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69) 가령,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이 A에게 1,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과실상계되고 남은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이 甲의 경우 1,000만 원, 乙의 경우 800만 원(A의 乙에 대한 과실비율 

20%) 甲과 乙 내부에서의 책임비율은 1:1이라 할 때, 판례에 따르면 800만 원은 갑과 을이 연

대책임을 부담하고, 을은 200만 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단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부산고등법원 1991. 8. 23. 선고 90나14744 판결(상고심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단124505 판결, 서울

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가합60781 판결 참조,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

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상고심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참조.

270) 피고들{A(피감회사), A의 대표이사, A의 재무담당이사}은 피해 주주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70%를, 원고(회계법인)는 전체 손해액의 30%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선행판결이 확

정된 경우,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 손해액의 30%이다.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가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체 손해액의 30%를 기준으로 

내부적 부담비율과 그에 따른 공동면책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선행 민사판결

에서 인정된 책임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피고 회사 등의 ‘피해 주주들에 대한 관계’

에서 정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 피고 회사 등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관한 내부적 부담

비율까지 정한 것이 아니다(2018. 6. 21. 선고 2016가합356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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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100만 원, 공동불법행위자들 전체에 대한 A의 과실비

율은 40%이다(여기에서 A의 공동불법행위자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실비율’은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을 의미).

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로 보는 경우(ⅰ))

     만일 ‘책임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로 파악하

고, 이를 반영하기 이전에 과실상계를 먼저 한다면 A에 대한 공동불법행

위자들의 배상범위와 구상권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A에 대한 배상범위

       乙은 36만 원[={100만 원×(100%-40%)}×60%], 丙은 24만 원[={100

만 원×(100%-40%)}×40%]의 책임을 각 부담한다271).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 범위272)

       乙․丙은 상호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제2절 참조)

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에 의한 

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다(제2절 참조)273).

3) 추가배상

       가령, 乙·丙 중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게 18만 원[={100

만 원×(100%-40%)}×(60%×50%)]의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따라서 乙은 종국적으로 54만 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71) 한태일(2016b) p.258 참조.

272) 구상권 행사 가부는 Ⅳ.에서 상술한다.

273) 한태일(2016b) p.253 주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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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설에 따를 경우 ⅱ)설에 따를 경우

A

에 

대

한 

배

상

범

위

乙: 36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丙: 24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乙·丙: 6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나. 외부적 책임비율로 보는 경우(ⅱ))

      1) A에 대한 배상범위

       乙과 丙은 연대하여 A에게 60 만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범위

       乙은 36만 원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아직 24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丙은 24만 

원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아직 3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乙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추가배상

       가령, 乙·丙 중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게 30만 원[=100만 

원×(100%-40%)×50%]의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乙은 종국적으로 66만 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 ⅰ), ⅱ)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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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불

법

행

위

자

들

의 

구

상 

범

위

乙·丙: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 행사 

불가. 다만, 민법상 

위임, 사무관리, 부당

이득 등에 의한 청구는 

별개로 가능

乙: 36만 원 초과하여 배상 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4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丙: 36만 원 초과하여 배상 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4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추

가

배

상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

게 18만 원 추가 배상 책임(乙

은 종국적으로 총 54만 원의 

책임 부담), 乙이 무자력인 경

우 丙은 A에게 12만 원 추가 

배상 책임(丙은 종국적으로 총 

36만 원의 책임 부담)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

게 30만 원 추가 배상 책임(乙

은 종국적으로 총 66만 원의 

책임 부담), 乙이 무자력인 경

우 丙은 A에게 30만 원 추가 

배상 책임(丙은 종국적으로 총 

54만 원의 책임 부담)

     

라. 간명성과 ‘추가배상’ 규정 문언에의 부합성에서의 검토

     ⅱ)설에 따를 경우, 비례책임을 지는 자들 사이에서도 구상권 행사

의 문제가 다시 남는다. 또한, ⅱ)설에 따르면 추가배상자가 종국적으로 

경우에 따라 과실상계된 금액(사례1에서 60만 원)을 초과하여 자신의 부

담부분의 2배 이상을 변제해야 하게 되는바, ⅰ)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즉, 과실상계나 이에 준하는 전체적인 책임제한, 손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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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甲, 乙 丙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

을 지며, 甲ㆍ乙ㆍ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甲에 대하여는 법원이 과

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고275), 乙과 丙에 대한 A의 과실은 20%

가 인정되었다276).

계를 먼저 하여 전보배상액을 확정한 후 가해자들 내부의 책임비율을 별

도로 산정274)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는 연대책임을, 일부는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비율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는 고의

의 행위자여서 연대책임을, 나머지 일부는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274) 한태일(2016c) p.216은 “비례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책임에 관한 태도의 변화 없이 

특별법상으로 도입된 제도인바, 비례책임에 의한 분할책임의 비율은 과실상계 등의 적용 후 최

종적으로 정하여진 전보배상액을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이후에 발

생하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최종 구상관계해소를 위한 ‘내부적 부담비율’과 동일할 것”이

라고 한다.

275)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영득행위로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조)임을 전제한다.

276) 여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방법에 대하여는 제2장 제3절에

서와 같이 전체적 평가설 개별적 평가설이 있다. 사례2를 예를 들어보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을 주장할 수 있는 乙과 丙의 과실을 산정할 때 ① 고의의 행위자(甲)를 포함하여 공동불법행

위자 전체, 甲ㆍ乙ㆍ丙에 대한 A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② 고의의 행위자(甲)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 즉, 乙ㆍ丙에 대한 A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乙에 대한 A의 과실, 丙에 대한 A의 과실을 각기 따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판례의 

입장은 크게 전체적 평가설, 개별적 평가설로 나뉘고, 전체적 평가설에서의 책임액 산정 방법

이 ①인지 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에서는 ①, ②, ③의 견해에 따른 차이나 타당성을 논하

지는 않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논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甲은 과실상계가 되지 않고, 乙과 丙의 A에 대한 과실이 모두 20% 인

정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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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가. 증권투자소송에서 기존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중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단독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1. 참조). 이에 따르면 사례2에서 乙은 24만 원{=100만 원

×(100%-20%)×30%}, 丙은 16만 원{=100만 원×(100%-20%)×20%}의 책임

을 각 부담한다. 甲은 乙과는 24만 원의 연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76

만 원(=100만 원 – 24만 원)에 대해서는 단독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丙과

는 16만 원의 연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84만 원(=100만 원 – 16만 원)

에 대해서는 단독책임을 부담한다. 

나. 중첩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이 해당자의 기여분에 

한정된다는 견해

     이 견해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중 이와 관련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분(공동불법행위자들 내

부에서의 책임비율)만큼 추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277). 이는 결론

적으로 민법 제419조에서 따라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

부 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사례2에서 乙이 24만 원, 丙이 16만 원을 각 부담한다

는 점, 甲이 乙과 24만 원의 연대책임을, 甲이 丙과 16만 원의 연대책임

277) 국가는 보상액만큼만 책임을 지나, 민간인 가해자는 궁극적으로는 전체 손해 중 기여분만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는 보상액 중의 기여분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손해와 보상액의 차

액 중 기여분만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송덕수 p.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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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를 경우 나.에 따를 경우

A

에 

대

한 

배

상

범

위

乙: 24만 원 단독책임

丙: 16만 원 단독책임

甲: 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76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16만 원 

연대책임, 84만 원 단독책임.

乙: 24만 원 단독책임

丙: 16만 원 단독책임

甲: 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38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16만 원 

연대책임, 42만 원 단독책임.

추

가

배

상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게 

12만 원 추가 배상 책임(乙은 

종국적으로 총 36만 원의 책임 

부담), 乙이 무자력인 경우 丙은 

A에게 8만 원 추가 배상 책임

(丙은 종국적으로 총 24만 원의 

책임 부담)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A에게 

12만 원 추가 배상 책임(乙은 

종국적으로 총 36만 원의 책임 

부담), 乙이 무자력인 경우 丙은 

A에게 8만 원 추가 배상 책임

(丙은 종국적으로 총 24만 원의 

책임 부담)

을 부담한다는 점은 가.에서와 같다. 가.와 다른 점은 甲이 乙과의 관계

에서 단독 부담하는 부분이 38만 원{=(100만 원 – 24만 원)×50%}, 丙과

의 관계에서 단독 부담하는 부분이 42만 원{=(100만 원 – 16만 원)×50%}

이라는 점이다.

다. 각 견해들에 따른 결과278)

    라. 검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살펴보

면, 먼저 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각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되 자기가 입은 손해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279). 그리

278) 구상권 행사 가부나 구상 범위에 관한 것은 제2절 Ⅱ.에서 고의의 자의 구상권 행사 가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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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②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의

무를 부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가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구상

권의 행사를 통하여 각 가해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관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80).

     가.에서든 나.에서든 乙, 丙이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와 추가배상에 

관한 부분은 같다. 이로써 乙, 丙은 피해자 A로부터 100만 원 전액이 아

니라 과실상계된 이후 甲, 乙, 丙 내부에서의 책임비율까지 고려한 금액

(乙은 24만 원, 丙은 16만 원)만은 변제해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乙, 

丙의 이익이 보호되려면 乙, 丙이 종국적으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구상

당하여 자신들의 위 책임액 이상을 부담케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 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甲의 구상권 행사 가부나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경우의 그 범위, 피해자 A가 종국적으로 변제받

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제2절에서 논하겠지만, 고의의 행위자인 甲이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乙․丙은 자신들의 각 책임액을 변제한 

이상 甲으로부터 구상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乙․丙과의 관계에서 단

독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을 피해자 A에게 온전히 배상하도록 함으

로써 A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의 행위자인 甲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때, 甲이 A에게 전액을 변

제한 후 乙,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乙, 丙이 자신들의 책임액 이

상을 부담하지 않을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乙․丙과 A의 이익을 비교

해보면, A의 乙․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乙․丙에 대한 과실상계와 손

익상계로 인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279)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참조)”된다.

280) 정태윤 pp.434-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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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는 甲의 단독 책임 부분 중 乙․丙의 책임비율만큼 배상받지 못

하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법률상 제한에 관한 것281)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법원에 의해 제한

된 것도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통되므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다. 위 판례 사안에서는 가해자 중 일부가 국가배

상법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가해자의 책임액이나 구상권 행

사 가부가 문제되었다282). 위 판례에 따르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가

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한하여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제2절에서 甲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 등에 반하지 않

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甲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에 따라 甲은 乙과는 

24만 원의 연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76만 원에 대해서는 단독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丙과는 16만 원의 연대책임을, 이를 초과하는 84만 원에 

대해서는 단독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甲의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나.에 따라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단독 부담하는 부

분은 38만 원, 丙과의 관계에서 단독 부담하는 부분은 42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281)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금지급청구가능금액에 제한되므로(송덕

수 p.35, 김제완 pp.292-293 참조.) 법률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제

한된다고 할 수 있다.

282)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甲(일반국민)은 A(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 중 乙(국가)이 甲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

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乙에 대하여는 그(乙의)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이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乙은 (국가

배상책임을 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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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책임에서의 ‘책임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전체 공동불법행위

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283), 비례책임자에게는 위 책임액에 공동

불법행위자들 내부의 책임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산정284)할 것

이다. 공동불법행위자에 연대책임자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자는 자신보다 

적은 금액의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중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 연대책임자의 단독 책임 부분은 그 

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부분 전부가 된다. 그리고 

그 연대책임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초과부분 중 그 

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에서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이 된다.

Ⅱ. 책임비율 산정 시 고려요소

  법은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사안에서 대부분 과실이 부담부

분의 판단기준인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나285), 과실을 비롯한 기여도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

시한 판결도 있다286). 미국 34년법 제21D조 (f)항 (3)(C)에서는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명된 각 피고의 행위의 특

성, 해당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특성과 정도를 고

283) 고의의 자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는 이미 이 단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284) 가령,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6092 판결(원고의 피감회사 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안)은 선행판결로 원고(회계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된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40%로 보면 결국 원고는 전체 

손해액에서 24%에 불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285) 대법원 2000. 8. 22.. 2000다29028 판결; 권영준(2013a) p.354 참조.

28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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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제3절 Ⅰ.의 ‘배상범위 제한 시 고려요소’ 중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견해287)가 있다.

  생각건대, 판례의 책임제한이나 법의 과실상계는 비례책임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288). 따라서 과실상계를 비롯한 피해자 측 영역의 

요소, 가해자 측 영역의 요소, 제3의 영역의 요소 모두 비례책임자에 대

한 책임배분 이전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것이다. 다

만, 공동불법행위라는 특성상 개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의 것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산정한 뒤, 최종

적으로 비례책임자에게 책임을 배분할 때 위 각 영역의 요소들이 공동불

법행위자들 내부에서 개별 행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상

황에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①).

Ⅲ.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자의 범위

   1. 법문과 판례의 태도

    피고에서 누락된 자의 책임비율이 만일 그에 관한 자료가 계속 중인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

제된다.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고, 미국(34년법 제

21D조 (f)항 (a)), 캐나다(캐나다 사업회사법 제237.1조의 제3자 정의 부

분), 호주(호주 연방 회사법 제1041M조(4), 제1041N조(3)(b))는 모두 피고

가 아닌 자들까지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소송자료로 현출되는 등 피고에서 누락된 공동불법행위자가 

287) 최문희(2014) p.273은 “피고들에게 부과하는 비례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한 후 산정된 손

해액(과실상계 이후 손해액)을 피고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구 외감법 제17

조(현행 외감법 제31조에 해당) 제4항 단서의 책임비율의 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288) 한태일(2014b) p.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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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안다면 이를 고려하여 내부적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고들과 소외 1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한 대위변제로 인해 피고들 부담부분 

상당의 구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서289),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과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산정

한 바 있다. 즉, 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의 부담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2. 검토

    피고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비례책임을 도입하기 이전처럼 자력이 있는 자들만을 피고로 구성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290), 이는 비례책임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

는다. 피고 측은 가급적 많은 자를 피고로 끌어들일 유인이 있으나 통상

공동소송에서 강제로 피고를 추가할 방법은 없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로 판단되는 모든 자를 책임비율의 산정에 고려한다면 원고는 한 번의 

절차에서 전액배상을 받기 위해여 가급적 많은 자를 피고로 끌어들일 유

289)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참조. 

     사실관계: 전라남도는 소외 1과 사이에 전라남도 보유의 정부수매양곡을 소외 1로 하여금 보

관하게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곡물협회는 전라남도

에 대하여 보관양곡 무단 출고·처분의 경우 소외 1이 전라남도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 등

을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그 무렵 원고들은 곡물협회에 대하여 소외 1의 보관양곡 무단 출

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곡물협회가 전라남도에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소외 1이 곡물협

회에게 부담할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라남도

로부터 정부수매양곡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17,166가마를 횡령하였는데, 이 중 13,474가마(이

하 ‘이 사건 정부양곡’)을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였다. 그 후 곡물협회는 전

라남도의 변상지시 통보에 따라 소외 1이 횡령한 17,166가마의 시가인 1,129,658,190원 상당의 

현물 및 현금 변상을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곡물협회에게 185,000,000원씩 합계 925,000,000원을 

변상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들과 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은 소외 1과 연대하여 전라남

도에 대하여 이 사건 정부양곡 중 피고들 매수 부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것’

으로 인정한 후, ‘곡물협회와 원고들이 각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신의 연대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매수한 정부양곡 시가 상당 금액 

중 피고들 부담부분 상당의 구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290) 최문희(2014) p.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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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다. 물론, 원고로서는 보다 완전한 손해의 전보를 위해서 더 복

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는 비례책임 제도의 도

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

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누락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다면 그 자의 

책임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며,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명문

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 공존 시 구상관계

Ⅰ. 문제의 소재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위와 같이 민법의 개별적 규정291)에 의한 것 

외에도, 위임292)이나 사무관리293), 부당이득294) 등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

이 발생할 수 있다295). 그러나, 그러한 구상권의 경우 행사범위가 (위임

291) 불가분채무자(민법 제411조, 제425조), 연대채무자(민법 재425조)․공동불법행위자인 부진정연대

채무자(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보증인(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물상보증인(민법 제341조, 제370조), 담보

물의 제3취득자{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

49285 판결(민법 제370조와 제341조 유추적용)}, 후순위 담보권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

다2846 판결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해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변제자대위 인정) 등(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은 위에 열거한 자들의 구상권에 대하여 민법에 개별적 규정이 있다고 하나, 판례가 민법의 규

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한 것도 있음).

292)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

권(민법 제688조)

293) 변제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 한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민법 제

739조)

294) 변제자가 착오에 기하여 변제하는 등 그 외의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9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05. 8. 19. 2003다36904 판결, 서울고등법

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참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가 아니라면 제3자의 변제도 유효하므로 비례책임자가 자신의 부

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 시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충족 

시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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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에서의 경우보다 줄어든다296).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대책임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유추297)하여 행사할 수 있

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위임․사무관리․부당이득에 의한 경우와 구별하

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298)이라 하고, 제2절에서 

‘구상권’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

권을 의미한다.

  제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전부 비례책임자로 구

성된 경우에는 추가배상하는 비례책임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책임분담액 만큼만 각 책

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례책임자도 정확한 책임분담액이 산정

되기 이전에 자신의 책임분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경우,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나 그 범위는 

296) 가령, 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 등

을 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서는 부분’‘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적은 금액). 이때, 〔면책된 날 이후의 법

정이자 + 면책된 날 이후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 대하여 함께 구상권 행사 

가능(민법 제425조 유추).  비례책임자는 아래 논의에서와 같이 ①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에 의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①의 경우보다

는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 행사가능 범위가 좁다. 가령,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나마 ‘그 받은 이익’에 ‘이자’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

지만, ②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 시 지출액과 그 이자,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민법 제688조4제1항, 제2항), ③ 사무관리자로서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민법 제735조), ④ 사무관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

(민법 제739조 제3항) 또는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민법 제7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29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면

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필자 주: 엄밀히는 ‘부진정연대채무자’라고 표현하게 맞을 것으로 

보임)에게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행사 불가),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부

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 참조.

298) 공동불법행위자에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가 모두 있는 경우의 구상권 행사 관계를 논하는 

대부분의 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임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고 있다{최

문희(2014) pp.278-282 , 한태일(2016b) pp.251-25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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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보다는 

좁다.

  한편, 분식회계에 관한 판결은 대체로 피감회사 측의 조직적․계획적인 

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과실이 결합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그러한 경

우의 구상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34년법 ‘비례책임’의 장

(34년법 제21D조 ⒡항)안에서 연대책임자가 행사하는 구상권까지 포함하

여 다루고 있는바(34년법 제21D조 ⒡항 ⑷․⑻), 이 절에서는 공동불법행

위자에 고의의 행위자와 과실의 행위자가 모두 있는 제1절 사례2의 사안

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영미법상 공동불법행위 개념과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지원

칙의 역사적인 변화는 다음의 Ⅱ.1. 2. 모두와 관련되지만, 현재 공동불

법행위에서 구상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Ⅱ. 2.의 영역이

므로 2.에서 언급하고 1.에서는 현행 34년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서술한

다.

Ⅱ.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 행사 가부

   1.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고의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견해의 대립

     비례책임의 적용을 받는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

는 고의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존 견해로

는, ⅰ) 가능하다는 견해(비례책임에 의한 책임비율은 외부적 책임에 불

과할 뿐 구상권 관련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아니며, 고의의 가해자

에게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전원이 연대책임자인 경우보다 불리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299), ii) 불가능하다는 견해(구상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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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부담부분을 의미하며, 비례책임자도 책임비율만큼 손해에 기여한 

것이므로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300)가 있다. 

나. 검토

     도입된 규정상의 ‘책임비율’은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

들 사이의 책임비율(연대책임자의 경우 구상권 관련 부담비율에 상응)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모두 합산하

면 100%가 된다301).

     그러한 전제에서 보면,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비례책임자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까지 인정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임·사무관리 등의 법리에 의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다시 예외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만 

하는 경우라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자처럼 구상권

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원칙(책임비율에 따른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의 구상권 행사 금지, 

             위임, 사무관리 등에 의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자는 자신의 책임비율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를 해야 하는 경우 책임비율에 따른 분할 이전에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동등하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

299) 최문희(2014) p.281에 소개된 ‘가능설’ 참조.

300) 최문희(2014) p.281에 소개된 ‘불가능설’, 한태일(2016b) p.255 참조.

301) 한태일(2016b) p.253, p.256, 최문희(2014) p.279도 공동불법행위자들의(비례책임자들과 연대책

임자들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책임비율의 합을 100%로 하여 예시를 들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1고 피고들의 구상권 내부적인 부담

비율이 85%:15%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비례책임의 ‘책임비율’의 의미를 가해자들 상호간 구

상권 행사를 하기 위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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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그가 자신의 배상책임액을 변제하여

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을 주장

할 수는 없다302).

       다만,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계속 진행 중이라는 등 자

신이 비례책임의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책임비율이 얼마로 산정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

이 비례책임의 적용을 받는 자였고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배상

을 하게 된 경우, 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변제가 유효(민법 제469

조상의 변제 유효 요건 충족)한 때에는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의 

법리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 상환의 범위는 다른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초과변제한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의 범위(민법 

제425조 제2항 연대채무의 구상범위와 동일함), 부탁을 받지 않고 초과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의 비용상환청구 범위에 따른다(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느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진다).

2) 예외1(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 추가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비록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자

력인 비례책임 부담자의 책임부분 중 자신의 책임비율만큼만 보태지며, 

여전히 분할된 책임을 지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추가배상액 부담자는 

비례책임자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부분을,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배상이 없었더라면 부담하였을 금액과 추가배상액을 합한 금액’

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자신의 책임액을 배상하지 

302) 대신 자신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추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다른 방법으로도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례책임

제도 자체는 가해행위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ⅱ)설에서 고의의 가해자도 갖

는 구상권을 과실의 가해자가 갖지 못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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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34년법 제21D조 (f)항 (5) 참조).

       이때 추가배상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제1절의 사례2에서

       견해 ①: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36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부담

                                  甲은 乙과 36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乙은 24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乙이 무자력인 경우 丙은 24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부담

                                  甲은 丙과 24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丙은 16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견해 ②: 丙이 무자력인 경우 乙은 36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부담

                                  甲은 乙과 36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乙은 36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乙이 무자력인 경우 丙은 24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부담

                                  甲은 丙과 24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丙은 24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검토하건대, 견해 ②는 구상권 행사는 자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추가배상 부분이 구상권 행사에 고려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견해 ①과 같이 추가

배상 부담을 지게 되기 이전의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내부

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이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 금액(丙이 무

자력인 때 乙이 추가부담하게 된 12만 원, 乙이 무자력인 때 丙

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8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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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적

인 

경

우

A 

에

대

한 

배 

상

범 

위

乙: 24만 원 단독책임

丙: 16만 원 단독책임

甲: 

- 甲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38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16만 원 연대책임, 42만 원 단독책임

- 甲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76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16만 원 연대책임, 84만 원 단독책임

공

동

불

甲: 甲의 구상권 행사가 공평이나 신의칙 등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초과하여 배상 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4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乙, 1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 

3) 예외2(일정 규모 미만의 소득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손해배상청구자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

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303). 결국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이고, 피해자의 

소득규모로 인하여 비례책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이므로 2.에서 고

의의 자에 대한 제재의 면에서 구상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진정연대책임자로서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에 대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자는 원래의 소송에서 병합되었다면 같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을 다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34년법 제21D조 ⒡항 ⑻ 참조).

4) 사례2의 경우

303) 외감법 제3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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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

위

자

들

의 

구

상 

범

위

( 일

반)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乙․丙: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 행사 불가

      (다만,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은 해당 요건 갖추어 행사 가능)

추

가

배

상

(

예

외

1)

배 

상

범 

위

乙: 36만 원 단독책임

丙: 24만 원 단독책임

甲: 

- 甲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乙과의 관계에서 36만 원 연대책임, 32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38만 원 단독책임

- 甲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乙과의 관계에서 36만 원 연대책임, 64만 원 단독책임

丙과의 관계에서 24만 원 연대책임, 76만 원 단독책임

구 

상

범 

위

甲: 甲의 구상권 행사가 공평이나 신의칙 등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초과하여 배상 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4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乙, 1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乙: 丙이 무자력인 경우 甲에게 24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

丙: 乙이 무자력인 경우 甲에게 16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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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규

모 

미

만 

소

득

자

에 

대

하

여

(

예

외

2)

배 

상

범 

위

乙․丙: 8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甲: 乙․丙과: 8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 20만 원에 대한 단독책임

구 

상

범 

위

甲: 甲의 구상권 행사가 공평이나 신의칙 등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초과하여 배상 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4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乙, 1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丙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乙: 丙이 무자력인 경우 甲에게 24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

丙: 乙이 무자력인 경우 甲에게 16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

2. 고의의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견해의 대립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ⅰ) 연대책임304) 부담자의 책임비율은 가해자 내부

가 아니라 외부관계에서의 것이므로 비례책임 부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 ⅱ)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과실행위자에게 행사하는 

304) 한태일(2016b) pp.255-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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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귀책비율이 낮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비례

책임의 취지를 몰각한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305)가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과실상계․책임제한, 화해적 해결절차의 운용

으로 최대한 당사자들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어

서306).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사

를 금하는 판결들은 보이지 않는다307).

2) 영미의 경우308)

       33년법과 34년법은 아래와 같이 고의의 행위자에게도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영미의 구상금지원칙과는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먼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본 후에 그 중 고의의 행위자의 구상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겠다.

         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의 발전

        현행 규정 체계를 보기에 앞서 역사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영

미의 경우 전통적으로 구상금지원칙(no-contribution rule)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상환(indemnity)309)이

나 구상(contribution)이 허용되지 않았다. 영국 Merryweather v. Nixan 

판결310)에서 판시한 이래 보통법상 구상금지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 원

305) 최문희(2014) p.281에 소개된 견해 참조.

306) 권영준(2013a) p.346 참조.

30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하법률정보, 로앤비를 검색함. 권영준(2013a) pp.347-348 참조. 

308) 권영준(2013a) 참조.

309) 상환(indemnity)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어느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부적인 책임 전부를 전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구상의 극단적 형태이다(Slattery v. Marra 

Bros., 186 F.2d 134, 138 (2d Cir. 1950 참조). ‘전액구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0) Merryweather v. Nixan, (1799) 8 Term Rep. 186, 101 Eng.Rep. 1337.에서 횡령(convers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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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미국에도 계수되었다31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이 협의

(공모)된 행위 뿐 아니라 손해가 불가분인 경우에까지 확대되면서 후자

의 경우에도 구상 금지 원칙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생겼다. 20세

기 초반에는 상당수 주에서 구상금지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하

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적어도 고의에 기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에 대

해서는 구상을 허용하는 원칙이 널리 인정되기 시작하였다(학설312) 뿐 

아니라 주들의 입법적 변화313)). 그리고 이것이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

이트먼트 제886조 A에도 반영되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

자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화해(settlement)를 한 경우에도 구상을 허용

하였다.

        나) 고의의 불법행위자의 구상 가부

         고의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는 여전히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886조A 참조314)). 

더 나아가 중과실(gross negligence)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부정하는 경우

도 있다315). 이러한 입장의 저변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배상

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를 면책시켰다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

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형평법적 사고(이른바 unclean hands),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사전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법경

공범들 사이에 구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11) 불법행위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886조A, comment a. 참조.

312) Bohlen; Leflar p. 150 등 참조. 

313) 특히 1939년 불법행위자간 구상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ntribution Among Tortfeasors Act) 

제2조는 고의에 기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구상을 허용하면서 미국 각 주에서 입법을 

통해 구상금지원칙을 폐기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Laster and Morris p.71, pp.79-82 참조).

314) 다만 간혹 허용하는 주들도 있다(Southern Pacific Transp. Co. v. State of California, 115 

Cal.App.3d 116, 171 Cal.Rptr. 187 (1981) 참조).

315) Rusch v. Korth, 2 Wis. 2d 321, 86 N.W. 2d 464 (19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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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316)(그 외에 미국의 기여과실이론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도 그와 비슷한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317) 제23조는 일반적 

입장과 다르게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구상을 허용한다(동조 

comment1 참조). 보다 정교한 책임배분으로 가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미국 각 주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318).

         다) 미국 33년법과 34년법

         고의의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자도 다른 공동불법행

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4년법 제21D조 ⒡항 ⑻, 33년법 제

11조⒡항⑵(A)(B)).

나. 검토

     고의의 행위자의 구상권 여부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원고(피감회사)의 부담 부분이 피

고들(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사와 그 사용자인 회계법인)에 비하여 훨씬 

크다319)는 사정만으로 또한 원고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원고의 임원들에 

316)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886조A comment a.; Mo. Pac. R.R. Co. v. Whitehead & 

Kales Co., 566 S.W.2d 466, 469 (Mo. 1978) 참조.; [Landes and Posner(1980) p.517, p.521 

pp.529-530]은 위험중립상태에서 구상금지원칙이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등 효율적

이라 한다.  Polinsky and Shavell도 유사한 취지이다.

317)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에서 미국의 법리들을 모아 모델규칙 및 

주석서 형식으로 출간하는 자료이다. 이는 공식적인 법원(法源)은 아니지만 법원(法院)에 의해 

자주 인용되고 학자들에게도 널리 참고되는 등 높은 권위를 가진다[권영준(2013a) p.342 참조].

318) 권영준(2013a) p.342 참조.

319) 피고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조직적․계획적 분식회계로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은 피감회사 

측과 공모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위 담당 회계사가 영업 실적에 대한 부

담감이 있었고,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판단여지가 있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무조건 보수적

으로 고객인 원고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어려웠던 점, 회계감사인이 피감회사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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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외부감사인인 피고들에게 구상

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

다320). 책임이 다른 자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만으로 구상권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닌 점에서, 고의의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등이 어느 정도인지

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위 판결은 

피감회사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피감회사가 지게 되는 

책임이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

영진으로 인한 법인 내지 사용자 책임의 성격을 띤다는 점, 피감회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의 처리를 회계감사인에게 위임321)

하는 것이어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분식

회계를 주도한 경영진의 구상권 행사는 법원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검토하건대, 우리나라는 영미와 달리 불법행위자의 주관적 용태 자

체로 구별하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아 고의의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완전

히 별도의 유형으로 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과실상계 적용 가부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한 피해자의 부주

급받은 감사보수를 볼 때 회계감사인이 분식회계 묵인에 대한 대가나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뒤반이 있더라도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은 어디까지

나 피감회사에게 있는 점을 들어 원고(회계법인)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의 비율이 

85:15라고 봄.

32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취지는 유사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75:25로 보았음), 대

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82750 판결(상고기각. 원심 인정) 참조. 비록 2심도 피고들 중 담

당 회계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곧 피고 회계법인의 것이 된다고는 하였으

나 1심(75:25)에 비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낮게 산정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85:15

라고 함. 구상권 행사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에서 공평․형평의 이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단

순히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용태가 중과실이라는 점보다는 조직적․계획적으로 가해행위를 주도

하여 내부적인 부담부분도 85%나 인정된 원고가 15% 인정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일반적인 구상권 행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으로 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3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가

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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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322), 피용자가 

자신이 이용한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구상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323). 더 나아가 조합 이사장이 최종 결재자인 지위를 이용하

여 자신을 위해 위장대출을 주도하면서 조합 상무로 하여금 대출관계서

류를 통과하도록 지시하여 양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사안에서, 

위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상무는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이사의 

보증인은 상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324). 한편, 고의의 

행위자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 가부와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325)고 하였다. 즉, ‘고의’

의 행위자라는 점 자체로 구상권 행사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전체

적으로 보아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가능성은 시사

하고 있다326). 나아가 고의의 자에 대한 제재로서 구상권을 금지하는 전

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34년법에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며, 책임

배분 리스테이트먼트에 구상권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리를 적고 있다. 모

두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배분하는 차원의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용태

가 고의라는 것 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의 허부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327).

Ⅲ. 구상권 행사의 요건과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

32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참조.

32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33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

조.

32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참조.

325)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326) 권영준(2013a) p.347 참조.

327) 1.나. 4)의 표에서 고의의 행위자가 과실의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

지만 달라질 뿐이므로 사례예시는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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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

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28).

  미국에서도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구상권은 ‘자신의 부

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행위를 한329)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인정된다. 

변제 등의 원인이 판결(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25조)이든 합의(책임

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24조)이든 불문한다(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

23조330)). 공동불법행위의 범위가 손해의 불가분성 개념으로 확장되어 행

위자들 사이의 책임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채무의 소멸

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부분만 넘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34년법 제21D조 ⒡항 ⑸도, 비례책임자 중에서는 

추가배상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부담부분을 초과

해 공동면책 시킨 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

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이 아니지만, 다른 가해자의 부탁

을 받아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

청구로서 민법 제425조의 구상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아직 자신의 부담부

분을 변제하지 못한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가해

자의 부탁을 받지 않고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라면 사무관

리의 비용상환청구 범위에 따른다(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느냐에 따라 반

환범위가 달라진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의 내용에는 〔공동면책액 중 자

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과 공동면책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

32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329) 이는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886조A ⑵에서 전체 채무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

330)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 중 한 명이 합의 또는 판결에 따른 이

행으로 다른 사람을 면책시킨 경우에는, 면책행위자는 다른 사람이 그 이전에 유효한 합의에 

기해 원고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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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민법 제425조 유추적용331))이 포함된

다.

제3절 일부화해가 있는 경우 구상관계

Ⅰ. 문제의 소재

  제2절에서와 같이 비례책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액만큼만 

변제하면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자신의 책임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

로 판단된 자는 위임․사무관리․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추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다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보다 (위임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구상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게이트키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비례책임자와 

연대책임자가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비례책임자들만으로 구성된 경우와 비례책임자, 연대책임자 모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가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가 다른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상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Ⅱ. 공동불법행위자 1인과 피해자가 화해한 경우

   1.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332)

33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참조.

332)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민법에 따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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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부담부분보다 적거나 

그 부담부분과 같은 경우

사례3: 乙․丙(모두 비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

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乙과 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乙 

60%, 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乙․丙에 대한 소

    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비례책임자인 경우

     화해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설사 채권액이 변제액보다 

더 많을지라도 초과부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변제와 

면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변제부분의 경우 한 공동불법행위자(비례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제2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민법 제469

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는 유효하다. 변제가 유효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비례책임자들은 공동면책된다. 따라서 자

기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의 법리)333).

     다음으로, 면제부분의 경우, 각 가해자의 채무는 각각 별개의 독립

된 것이므로 가해자 중 한 사람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 가령 면제 등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34). 따라서 면제를 받은 가해자

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기고335)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공동면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의무

를 부담한다.

333) 문흥안 p.407 참조.

334) 문흥안 p.406 참조.

335) 유승정 p.69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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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40만 원에 합의(乙로부터 40만 원을 

변제받고, 乙에게 6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336))를 하였

다.

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부담부분보다 많은 경우

사례4: 乙․丙(모두 비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

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乙과 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乙 

60%, 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乙․丙에 대한 소

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80만 원에 합의(乙로부터 80만 원을 

변제받고, 乙에게 2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40만 원 변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만, 60만 원 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丙은 비례책

임자이므로 자신의 책임액인 40만 원만을 변제하면 된다. 결국, A는 총 

80만 원(乙로부터 40만 원, 丙으로부터 4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337).

     이 경우 乙의 80만 원 변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만, 20만 원 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469조

336) 비례책임자이므로 ‘20만 원 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자신이 

비례책임을 지게 될지, 연대책임을 지게 될지 판명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乙에 대하여는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해주었다는 의미에서 ‘60만 원 면제’라고 표현

하였다. 다른 사례에서의 면제 금액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사례3-1: 乙․丙(모두 연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乙과 丙

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乙 60%, 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乙․丙에 대한 소

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40만 원에 합의(乙로부터 40만 원을 변제받고, 乙에게 6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를 하였다.

337) <乙, 丙이 모두 연대책임자인 경우와의 비교>

     이 경우 乙의 40만 원 변제는 丙에게도 효력이 생기지만, 60만 원 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丙은 연대책임자이므로 60만 원(= 100만 원- 4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 후 丙은 乙에게 20만 원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乙은 丙의 상환청구에 응

한 후, A에게 20만 원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국적으로 모든 

상환청구권 등이 실현되고 나서 A가 변제받게 되는 금액(80만 원), 乙과 丙이 변제하게 되는 

금액(乙은 40만 원, 丙은 40만 원)은 乙과 丙이 모두 비례책임자인 경우와 같게 되지만, 각 청

구권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무자력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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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제 유효요건을 못 갖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丙에 대한 

채권도 20만 원으로 감축된다. 이 경우 자신의 책임액인 60만 원을 초과

하여 변제한 乙은 아직 자신의 책임액을 변제하지 않은 丙에게 20만 원

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乙의 丙에 대한 상환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그렇지 않

은 경우 사무관리 등의 법리에 따르게 된다. 丙이 A에게 20만 원(=100만 

원 - 80만 원)을 변제하면 A, 乙, 丙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다. 

결국, A는 총 100만 원(乙로부터 80만 원, 丙으로부터 20만 원)을 배상받

게 된다338).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화해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많아서 비화해피고의 책임액까지 일부 변제한 것이 

되는 경우에는, 위 화해에서 일부 면제가 있었더라도(사례4에서 20만 원 

면제 부분) A는 전액(100만 원)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는 연대책임자(고의), 일부는 비례

책임자(과실)이며, 그중 비례책임자가 화해한 경우339)

1) 판례의 태도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전

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례4-1: 乙․丙(모두 연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乙과 丙

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乙 60%, 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乙․丙에 대한 소

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80만 원에 합의(乙로부터 80만 원을 변제받고, 乙에게 2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를 하였다.

338) <乙, 丙이 모두 연대책임자인 경우와의 비교>

     이 경우 乙의 40만 원 변제는 丙에게도 효력이 생기지만, 60만 원 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丙은 A에게는 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乙은 丙에게 20만 원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국

적으로 모든 상환청구권 등이 실현되고 나서 A가 변제받게 되는 금액(100만 원= 乙로부터 80

만 원 + 丙으로부터 20만 원), 乙과 丙이 변제하게 되는 금액{乙은 60만 원(=80만 원 - 병으로

부터 상환받은 20만 원), 丙은 40만 원(= A에게 20만 원 + 乙에게 20만 원)}은 乙과 丙이 모두 

비례책임자인 경우와 같게 되지만, 각 청구권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무자력의 위험을 누

가 부담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339) 연대책임자가 화해한 경우는 가.에서와 같아지므로 따로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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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부담부분보다 적거나 

그 부담부분과 같은 경우

사례5: 甲(연대책임자), 乙(비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甲ㆍ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甲 60%, 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甲․乙에 대

한 소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20만 원에 합의(乙로부터 20만 

원을 변제받고, 乙에게 8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를 하

였다.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 등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어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340).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그중 1인이 자기의 부

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341). 그러나 채무자 중 1인이 피해자와 합의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342).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일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채권자에게 

건네진 금원 부분에 대하여만 감액이 되며, 채권자가 면제해준 부분이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343).

     이 경우 20만 원에 대해서는 甲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80만 원 

면제는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A에게 80만 원을 변

34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34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342)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343) 노혁준 p.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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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부담부분보다 많은 경우

사례6: 甲(연대책임자), 乙(비례책임자)이 피해자 A에 대하여 

공동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甲ㆍ乙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甲 60%, 乙 40%, 전체 손해는 100만 원이다. A의 甲․乙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乙이 A와 80만 원(乙로부터 80만 원 받고, 乙

에게 20만 원 면제)에 합의를 하였다.

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책임자인 甲은 A에게 80만 원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20만 원344)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乙은 그 

구상청구에 응하여야 하므로 甲에게 20만 원을 갚은 후 A에게 20만 원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A는 80만 원(= 

乙로부터 20만 원 + 甲으로부터 80만 원 - 乙에게 20만 원)을 배상받게 

되고, 甲은 60만 원을, 乙은 2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이 된다. 

     이 경우 80만 원에 대해서는 甲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20만 원 

면제에 대해서는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A에게 20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乙은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40만 원에 대하여 甲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 A는 100만 원(= 乙

로부터 80만 원 + 甲으로부터 20만 원)을 변제받게 된다.

2) 민법 제419조에 의한 경우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345), 위와 같은 방식은 구상관계의 순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

344) 甲은 乙에게 甲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20만 원(=80만 원- 60만 원)과, 乙이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인 20만 원(=40만 원-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45) 제철웅 pp.565-5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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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6). 이 견해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바, 각 

입장에 따라 사례5, 사례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제된 금액은 항상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것이

라는 견해347)

       이 견해는 전부면제이든 일부면제이든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절대

효가 생긴다고 한다.

       그 결과 사례5에서 乙의 부담부분(40만 원)은 80만 원의 면제로 

0원이 되고, 변제한 20만 원은 甲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것이 되어, 乙은 

甲에게 20만 원을 구상할 수 있고, 甲은 A에게 4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다고 한다(乙의 부담부분 40만 원은 본조의 부분적 절대효에 의해 소멸

되고, 乙이 변제한 20만 원은 변제의 절대효로 소멸되므로, 부진정연대

채무 60만 원이 소멸된 셈이라는 것이다).

       사례6에서 乙의 부담부분(40만 원)은 20만 원의 면제와 乙이 변

제한 80만 원 중 20만 원의 변제로 0원이 되고, 남은 60만 원은 甲의 부

담부분을 변제한 것이 되어, 乙은 甲에게 60만 원을 구상할 수 있고, 甲

은 A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348)(乙의 부담부분 40만 원은 본조의 

부분적 절대효와 乙의 20만 원 변제에 의해 소멸되고, 乙이 변제한 나머

지 60만 원은 변제의 절대효로 소멸되므로, 부진정연대채무 100만 원이 

소멸된 셈이다).

       ② 일부면제가 있더라도 면제받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부면제에 의한 잔액이 피면제자의 부담

346) 제철웅 p.550 참조.

347) 제철웅 p.560 참조.

348) 乙이 면제받은 금액이 乙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유형에 대해 제1설에 따른 결과가 �제철웅'

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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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담액을 감소시켜 다

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액도 그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견해349)

       사례5에서 乙은 80만 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잔액 20만 원은 乙의 

부담부분 내이고, 따라서 그 차액인 20만 원(=40만 원-20만 원)만큼 甲의 

채무도 감축된다. 따라서 甲은 乙의 20만 원의 변제, 20만 원의 절대효 

있는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

       사례6에서 乙이 20만 원을 면제받았다면, 잔액 80만 원은 乙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므로 절대효가 생기지 않고, 乙이 20만 원을 변제하더

라도 甲은 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일부면제는 면제된 채무자의 부담부분 중 채무금액에 대한 면

제액의 비율만큼 절대효가 있다는 견해350)

       사례5에서 乙이 채무전부를 면제받았다면 甲에게는 40만 원의 채

무가 소멸되는 효력이 생길 것인데, 8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32만 원(=40만 원×80%)만큼의 절대효가 생긴다고 한다. 乙이 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甲은 4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乙은 甲에게 12

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자신의 부담부분 40만 원 중 32만 원은 

면제로 소멸되고, 乙의 변제 20만 원 중 8만 원(=20만 원×40%)는 자기 

부담부분의 변제이고, 나머지 12만 원(=20만 원×60%)은 타인 채무의 변

제인 셈이기 때문이다}.

       사례6에서 乙이 채무전부를 면제받았다면 甲에게는 40만 원의 채

무가 소멸되는 효력이 생길 것인데, 2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8

만 원(=40만 원×20%)만큼의 절대효가 생긴다고 한다. 乙이 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甲은 12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乙은 甲에게 48

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자신의 부담부분 40만 원 중 8만 원은 

349) 제철웅 pp.560-561 참조.

350) 제철웅 p.5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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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로 소멸되고, 乙의 변제 80만 원 중 32만 원(=80만 원×40%)는 자기 

부담부분의 변제이고, 나머지 48만 원(=80만 원×60%)은 타인 채무의 변

제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① 내지 ③의 어느 견해를 취하든, 민법 제419조를 유추적

용하려면 면제 당사자의 의사를 보아 면제자인 A와 면제받은 자인 乙 

중 누가 면제로 인한 종국적인 부담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351). 먼저, A가 乙에 대하여 민법 제506조의 면제 또는 

면제계약352)를 한 것이라면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궁극적

인 부담은 A가 져야 하고, A 스스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A에게 특

별히 불리한 것도 아니다353).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화해약정 체결의 동

기가 되기도 하기도 하며 법기술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타당하

다354). 반면, A의 의사가 민법 제506조의 면제가 아니라 부제소합의를 

하려 한 것이라면 A는 丙에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다시 乙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55).

  2. 미국 33년법, 34년법의 경우356)

    피고들 중 일부만이 화해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계속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비화해 피고가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

었을 때, 비화해 피고가 화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이를 염려한 화해 피고들이 화해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비화해 피

351) 정태윤 p.424 참조.

352) 민법 제419조의 면제는 단독행위인 민법 제506조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면제계약이 있는 경

우에도 적용된다(제철웅 p.557 참조).

353) 정태윤 pp.424-425 참조.

354) 정태윤 p.425 참조.

355) 정태윤 pp.425-426 참조.

356) Steinberg and Olive pp.361-3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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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할 때 비화해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비화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줄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다357). 아래에서 쓰이는 용어 중 ‘판결감액’은 원고가 공동불법

행위자들 중 1인과 화해약정 후 제기한 소에서 피고들의 전체 배상책임

액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

였다.

� PSLRA 이전의 일부 화해

     1995년 PSLRA 제정 전, 법원은 특별한 판결 감액 방법을 다양한 

다수 피고가 있는 증권 소송에서 채택했다.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① pro rata 방법, �-② pro tanto 방법, �-③ 비례적 과실 방법, 그

리고 대안으로 �-④“one satisfaction rule”을 포함하는 소위 상한이 

있는 비례적 과실 판결 감액 방법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Pro Rata 방법(÷공동피고들의 수)

       법원은 판결에 의해 산정된 총 손해액에 대하여 화해 피고와 비

화해 피고 모두에게 동등한 비율로 법적 책임을 분배한 후, 그렇게 계산

한 동등한 부분을 화해 피고의 수에 곱한 만큼을 비화해피고에 대한 총 

판단금액에서 공제한다358). Pro rata 방법은 계산상의 편의로 몇몇 초기 

사건들에 적용되었으나, 이미 화해 피고는 화해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절

357) 박철희 p.182 참조.

358) 따라서, 원고가 5명의 피고 중 한 사람과 화해하고 나머지 4명은 위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

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위 4명의 비화해 피고는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20% 감액을 받을 것이

다. 그러면 비화해 피고는 전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 80%의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질 것이다. ; 이렇게 종래에는 이러한 책임비율을 단순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숫자에 맞추

어 안분하여 책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1939년 통일불법행위자 간 구상법(Uniform Contribution 

Among Tortfeasors Act) 제2조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은 균등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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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총 손해액을 피고의 숫자만큼 균등분할한 금액

이 화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비화해 피고가 자신이 원래 부담했어야 하

는 금액(총 손해액을 피고의 숫자만큼 균등분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배

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위 균등분할한 금액이 화해

금액보다 더 적다면 비화해 피고가 원래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배상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359).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다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위 이론은 비례책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비례책임

자의 경우 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지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

로, 사례5, 사례6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5의 경우, 乙이 20만 원을 변제하였어도 甲에 대하여 50만 

원(=100만 원×

)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어 甲은 A에게 5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례6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甲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어 甲은 A에게 50만 원에 대한 책

임을 진다.

�-② Pro Tanto 방법(화해 피고가 배상한 금액을 전부 공제)

       이 방법에 따르면 법원은 비화해 피고에 대한 총 판단금액에서 

화해 피고로부터 원고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한다360). 이 방식은 초과배

359) 박철희 p.186 참조. 위의 사례에서 원고가 5명의 피고 중 한 사람과 화해하고 나머지 4명은 

위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위 4명의 비화해 피고는 전체 손해배상액

에서 20% 감액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화해 피고의 책임비율이 50%라면, 비화해 피고

들의 책임비율은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8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다.

360) 예를 들면, 원고 집단이 5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재판 전에 그 집단이 한 명의 

피고와 5백만 달러에 합의하였다(그 후 화해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지 명령이 발하여짐). 

그런데 그 후 배심원은 손해로 4,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화해한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하

는 평결을 내렸다면, 다른 4명의 비화해 피고는 전체 손해에 대한 과실이 총 20%에 불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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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지원칙(one satisfaction rule)361)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법원에 의하

여 채택되었는데362), 화해 피고에게 더 이상 추가부담을 주지 않고 책임

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며,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고, 재판결과 확인된 화해 피고의 과실부분이 화해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비화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원고측에 손해가 없다

는 특징이 있었다363). 그러나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자력이 불충

분한 일부와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한 후, 이를 소송자금으로 하여 자력

이 충분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비화해 피고들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었다364). 이에 비화해 피고가 이를 채택한 모든 화해안을 거부하여 화

해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지는 폐단도 있었다365). 많은 법원은 화해

약정 승인 전 공정성 심문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366).

도 불구하고, 3,500만 달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Steinberg and Olive pp.363-364 참

조).

361) Singer v. Olympia Brewing Co. 878 F.2d 596(2d Cir. 1989)에서 확인된 것으로, 34년법 제28조 

(a)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된 어떠한 자도 한 번 이상의 판결 

집행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를 초과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하고 있다(노혁준 p.63 참조).

362) 이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Singer 판결과 In re Masters 판결이 있는데, 연방 제2항

소법원은 Singer v. Olympia Brewing co. 사건(878 F.2d 596 (2d Cir. 1989), cert. denied, 493 

U.S. 1024 (1990))에서의 증권 소송에서 one satisfaction rule을 채택하였고 In re Masters Mates 

사건(In re Masters Mates & Pilots Pension Plan, 957 F.2d 1020 (2d Cir. 1992))에서의 일부 화

해약정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363) 박철희 p.187 참조.

364) Steinberg and Olive p.364 참조

365) 박철희 p.188 참조.

366) 박철희 p.188, Steinberg and Olive pp.364-366 참조,; ‘공정성 심문’이란 해당 화해안이 비

화해 피고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에 관한 심문절차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3조 (e)항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심문절차와는 구별된다. 이 절차에서는 주로 원고 측과 

화해 피고 사이에 통모가 없었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화해 피고와 비화해 피고의 기여도가 어

떠한지, 판결로 갈 경우 화해 피고에 대하여 더 많은 판결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판사가 그 

화해 협상에 관여하였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박철희 p.188 참조). 다만, 그 실질적인 

고려요소는 중복되었다(Steinberg and Olive p.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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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론은 비례책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비례책임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상정해볼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사례3 내지 사례6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3의 경우, 乙이 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그러나 丙은 비례책임자이므로 그의 책임액인 40만 원을 A에게 변제

하여야 한다. 결국, A는 총 80만 원(乙로부터 40만 원, 丙으로부터 4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4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A의 잔존 채권액인 20만 원이므로 丙은 20만 원만 변제하여도 된다. 

결국, A는 총 100만 원(乙로부터 80만 원, 丙으로부터 20만 원)을 배상받

게 된다.

       사례5의 경우, 乙이 2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丙은 연대책임자이므로 A에 대해 잔존 채무 80만 원을 변제할 책임

이 있다. A는 총 10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6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丙은 A에 대해 잔존 채무 2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A는 총 

10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③ 비례적 과실 방법(Proportionate Fault Method)

       이 방법에 따르면 법원은 비화해 피고에 대한 총 판단금액에서 

(재판‧배심원 판정으로 결정한) 화해 피고‧다른 제3자367)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다368).

367) 화해를 하지 않은 자이지만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PSLRA도 책임비율을 산정할 때, 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의 책임비율을 고려한다.

368) 예를 들면, 원고 집단이 5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재판 전에 그 집단이 한 명의 

피고와 500만 달러에 합의하였다(그 후 화해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지 명령이 발하여짐). 

그런데 그 후 배심원은 손해로 4,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화해한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하

는 평결을 내렸다. 이 경우 다른 4명의 비화해 피고는 전체 손해에 대한 과실이 총 20%이므로 

800만 달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Steinberg and Olive pp.363-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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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이전에는, 연방 제2항소법원 이외의 많은 연방법원이 다

수의 피고가 있는 소송에서 일부 화해에 대하여 이 방법을 채택했다. 대

표적인 것으로 Franklin v. Kaypro Corp369) 사건에서 연방 제9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구상권은 pro rata 원리가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의 비교과

실에 근거한다는 이전의 사건에서의 판단(Proportionate Fault Method)을 

재확인하였다. 그 외에 McDermott, Inc. v. AmClyde 사건370)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해사법에서 비례적 과실 기준을 채택하였고, 이 판결이 

증권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지나 그 범위에 대해 TBG, Inc. v. Bendis 사

건371)에서 견해가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TBG 판결에 관계없이, In 

re Del-Val Financial Corp. 사건372)을 비롯해서, McDermott 사건 이후에 

비례적 과실 방법은 증권 소송에서 지배적인 판결 감액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다만, 이 방법은 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책임비율 상당액보다 큰 

경우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초과한 배상을 받을 문제가 있었는바, 이에 

아래 �-④가 등장한다.

       위 이론도 비례책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비례책임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상정해볼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사례3 내지 사례6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369) 884 F.2d 1222 (9th Cir. 1989), cert. denied sub nom. Franklin v. Peat Marwick Main & Co., 

498 U.S. 890 (1990). 초기의 공모에서 잠재적으로 주장된 사실들이 구상권이나 배상에 근거한 

횡소와 반소를 초래한 증권 사기의 집단 소송이었다. 비화해 피고는 비화해 피고가 화해 피고

에게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화해 약정에 근거한 금지명

령이 용인할 수 없게도 자신들이 화해 피고에게 완전한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Steinberg and Olive p.367 주138 참조). 위 법원은 ‘비례적 과실 방법이 (1) 각 위

반행위자를 처벌하려는 법정 목표 (2) 상대적인 과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공정한 목

표, (3) 화해를 장려하는 정책적 목표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채택하였다(Steinberg and 

Olive p.367 참조).

370) 511 U.S. 202 (1994) 참조.

371) 36 F.3d 916 (10th Cir. 1994) 참조.

372) 868 F. Supp. 547 (S.D.N.Y. 1994), applica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denied, 874 F. Supp. 81 

(S.D.N.Y.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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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의 경우, 乙이 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4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이다. 따라서 丙은 

(설사 연대책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라 40만 원만 변제

하면 되는데, 비례책임자로서의 책임액 또한 40만 원이므로 A에게 4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 A는 총 80만 원(乙로부터 40만 원, 丙으로부터 40

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4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변제된 80만 원 전부가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이다. 따라서 丙은 

(丙이 설사 연대책임자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담비율에 따른 40만 원

을 변제하여야 하며, 비례책임자인 丙의 책임액 또한 40만 원이므로 A에

게 4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결국, A는 12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5의 경우, 乙이 2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2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40만 원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부담비율에 따른 6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결국 A는 총 80만 원

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6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변제된 80만 원 전부가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40만 원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부담비율에 따른 60만 원만 변제하여야 한다. 결국 A는 총 14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④  상한이 있는 비례적 과실 기준의 판결감액 

방법과 화해 피고의 구상권

       원고가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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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인정하려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화해한 금액과 화해피고의 책

임비율 상당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In re Del-Val Financial 

Corp. 사건373)에서 법원은, 연방 제2항소법원 Singer v. Olympia Brewing 

co. 사건374)에서 채택한 one satisfaction rule를, 화해금액이 화해피고의 

책임비율 상당액보다 클 때 생기는 초과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초로 사용하였다. 이는 비화해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하나 변

형을 가한 것이 있다면 화해피고가 비화해 피고에게 화해 피고의 책임비

율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PSLRA는 �에서와 같이 이러한 비화해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PSLRA에서는 구상권 행사를 금지한다

는 점(34년법 제21D조 (f)항 (7)(A))에서 위 In re Del-Val Financial Corp.

의 판시와 다르다.

       위 이론도 비례책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비례책임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상정해볼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사례3 내지 사례6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3의 경우, 乙이 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4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이다. 위 이론에 의

하면 丙은 (丙이 설사 연대책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라 

4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비례책임자이기까지 하므로 丙은 더더욱 40

만 원을 초과하여 배상할 필요는 없다. A는 총 80만 원(乙로부터 40만 

원, 丙으로부터 4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4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변제된 80만 원 전부이다

373) 868 F. Supp. 547 (S.D.N.Y. 1994), applica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denied, 874 F. Supp. 81 

(S.D.N.Y. 1995) 참조.

374) 878 F.2d 596 (2d Cir. 1989), cert. denied, 493 U.S. 1024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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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에 대해서만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게 되면, 종국적으로 A가 자신의 손해액인 100만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丙은 A에게 20만 원만 변

제하면 된다. 이때, 乙은 丙에게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한 20만 원에 대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례5의 경우, 乙이 2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2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40만 원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부담비율에 따른 6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결국 A는 총 80만 원

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6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80만 원 전부이다(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40만 원에 대해서만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고 보게 되면, 종국적으로 A가 자신의 손해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A에게 20만 원만 변제하

면 된다. 이때, 乙은 甲에게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한 40만 원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SLRA에 의해 도입된 판결감액 방법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일반적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 허용된다(34년법 제21D조 (f)항 (5)‧(8)). 

     그러나 피고 중 일부가 ‘화해’한 경우에 대해 ① 누구든지 화해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화해 피고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의 금지명령이 발하여지며, ② 화해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금액과 화

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고 있다(34년법 제21D조 (f)항 (7)(A)). 즉, 상한이 있는 비례적 과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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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상권 행사 금지 명령을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위 ①, ②중 큰 

금액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화해약정이 불충분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375). 반대로, 화해 피고가 그의 책임비율보다 많은 금액으로 화해한 

경우 비화해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법적 책

임을 질 수 있다376). 결국, 부분적인 화해가 덜 이루어지고, 많은 사건들

은 모든 피고들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377).

       사례3의 경우, 乙이 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4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이다. 위 이론에 의

하면 丙은 (丙이 설사 연대책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라 

4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비례책임자이기까지 하므로 丙은 더더욱 40

만 원을 초과하여 배상할 필요는 없다. A는 총 80만 원(乙로부터 40만 

원, 丙으로부터 4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4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丙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변제된 80만 원 전부이다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에 대해서만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게 되면, 종국적으로 A가 자신의 손해액인 100만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丙은 A에게 20만 원만 변

제하면 된다.

       이때, 乙은 丙에게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한 20만 원에 대한 구상

375) 가령, 피고가 200만 달러에 화해를 하였는데 사실심리관에 의하여 60%의 과실이 있는 것으

로, 전 손해가 1,000만 달러로 정해진 평결을 가정해보자. 평결의 금액은 400만 달러로 감축될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 손해가 1,00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전 손해에 대하여 600만(200만 + 

400만) 달러만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 발해질 것이다.

376) 가령, 화해 피고는 7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였고 40%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전체 손해는 1000만 달러인 평결을 가정해보자. 비화해 당사자는 60%의 책임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으로 300만 달러만 지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해 약정을 함에 있어 구

상권 행사를 막는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377) Steinberg and Olive pp.378-3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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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액

≤ 화 해

피 고 의

부담부분

( 사 례 3 , 

사례5)

화해금액

〉 화해피

고의 부담

부분

(사례4, 

사례6)

사

례3

사

례5

사

례4

사

례6

우

리

나

라

判例

378)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80 20 2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0 20 40

丙이나 甲의 乙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20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례5의 경우, 乙이 2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단지 실제로 변제된 20만 원 뿐 

아니라 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40만 원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부담비율에 따른 6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결국 A는 총 80만 원

을 배상받게 된다.

       사례6의 경우, 乙이 80만 원을 변제한 것은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 이때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실제로 80만 원 전부이다(乙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만 원에 대해서만 甲에게 효력이 미친

다고 보게 되면, 종국적으로 A가 자신의 손해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A에게 20만 원만 변제하

면 된다.

       이때, 乙은 甲에게 자신의 책임액을 초과한 20만 원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각 견해에 따른 결과 -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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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乙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20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80 100 100

민법 

제419조

유추

①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20 60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60 80

②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60 8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0 0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100

③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8 12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12 48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68 92

미

국

�-①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50 5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70 130

�-②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80 20 2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100 100 100

�-③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60 40 6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80 120 140

�-④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60 20 2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범위

20 40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80 100 100

�
丙이나 甲의 A에 대한 배상범위 40 60 20 20

乙의 丙이나 甲에 대한 구상 가부와 그 不可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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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79)

A가 최종 받게 되는 금액 80 80 100 100

  4. 검토

    책임배분의 다양한 방식이 있겠으나 비례책임자들만 있는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과 피해자가 초과배상받는 일이 없도록 하

는 �-④나 �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는 법률관계 간명화 차원에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결과 실제로 얼마나 부담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해약정을 하게 되는 위험을 무조건적으로 

A나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④와 � 중에서는 

구상권까지 인정하는 �-④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면 구상을 허

용하는 것이 공정한 책임배분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380).

    비례책임자와 연대책임자가 모두 있는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관점을 

고려하면 �-④와 민법 제419조를 유추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

다. 그런데 �-④ 방식에 의하더라도 구상관계의 순환의 문제(즉, 변제자 

乙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응한 후 A에게 부당이득반

환청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④ 방

식이 보다 간명하다고 생각한다.

378) 정확히는 사례3, 4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으나 함께 서술한다.

379) 계산상 구상할 금액은 있겠으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표에서 구상할 금

액이 없는 경우를 ‘0’으로 표현한 것과 구별하여‘不可’라고 표현함.

380) 권영준(2013a) p.344 참조.; 34년법 외에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화해(settlement)

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주들도 있지만(〔Eggen p.1701, pp.1707-1708〕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

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는 주들이 다수라고 한다),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23조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에 대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책임의 정교한 배분의 면에

서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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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비례책임에 관한 특칙과 소송절차에 관한 

쟁점

제1절 추가배상의 문제

Ⅰ. 일정 규모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연대책임

  현행 규정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손해배상청구자에 대해

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외감법 제31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참조). 이는 미국의 경우를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본뜬 것인데, 미국은 ① 비례책임자들이 집행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점, ② 원고의 순재산 규모 뿐 아니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이 순재산의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까

지 있으므로 우리보다 비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더 넓은 점, ③ 순재산 

규모 확정 시점이 해당 사건에서의 증권 매매일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

는 점(우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

을 기준으로 하는 점381))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연대책임

의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법의 책임체계에 

반하며, 소송이 복잡해지고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382). 

그러나 투자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관한 일응의 판

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기준 소득액

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81) 최문희(2014) p.270은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부실감사와 증권의 매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청구시보다 거래 시를 기준으로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382) 최문희(2014) pp.270-271; 최문희(2005) pp.96-97; 이준섭(2014) p.94; 최광선(2014a)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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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불능 시 추가배상

  외감법 제31조 제6항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

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1. 타당성

    추가배상에 대해서는 ① 법리적으로 책임을 배분한 후 다시 전 단계

로 돌아가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383)(이

에 대해서는 민법 제427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

음384)), ② 정책적으로 증권집단소송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이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음385)), ③ 헌법상 

책임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386), ④ 소송법적으로 기판력에 맞지 않

고387), ⑤소송경제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388)(이에 대해 

impleader 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389)).

   2. 추가배상 요건상의 문제

383) 이준섭(2014) pp.96-97 참조.

384) 최광선(2014a) p.56 참조.

385) 최광선(2014a) pp.56-57 참조.

386) 최광선(2014a) p.55 참조.

387) 현행법상 집행불능 자체를 추가배상의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변론 종결 후의 사유가 되

어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나[최광선(2014a) p.57 참조], 집행불능 자체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인이 되는 것은 드물다고 본다.

388) 최문희(2005) p.95 참조.

389) 최광선(2014a) p.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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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법 제31조 제6항의“제4항 단서”라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고

의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배상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

상자력이 없는 비례책임자의 존재만 고려하여 다른 비례책임자가 50%까

지 추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배상 규정

을 도입하면서 고의의 연대책임자가 무자력인 경우를 배제할 타당한 이

유가 없다. 미국의 경우 비례책임자뿐 아니라 연대책임자로부터 피해자

가 배상받지 못하는 때에도 추가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390).

    따라서 외감법 제31조 제6항을 “제4항에 따라”로 바꾸어서 무자력

자가 연대책임자이든 비례책임자이든 추가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91).

   3. 추가배상의 절차

    무자력 판단 시점에 대하여 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

는 경우 소송 계속 중에 향후의 집행불능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인바, ⅱ)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시점까지 기다려 집행불능이 확정된 

후 추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그 일

정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가 문제되는바, 미국이 연대책임자의 구상권 

행사가능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여 종국판결 후 6개월 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규정이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외감법 제31조 제9

항에 규정된 소멸시효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판결이 있어 다른 피고들의 

무자력 시점을 안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내에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392).

390) 34년법 제21D조⒡항⑷(A) 참조.

391) 최문희(2014) p.2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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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추가배상청구자가 부담해

야 할 것이다393).

제2절 비례책임 사안에 관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 경우

Ⅰ. 문제의 소재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 해당 판결

을 내린 법원을 ‘제1법원’)이 확정되었고, 남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판결(이하 ‘제2판결’, 해당 판결을 내리려는 법원을 ‘제2법원’)을 내

리려는 상황으로, 제1법원과 제2법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를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의 책임형태인 연대책임의 경우, 

가령, 甲, 乙, 丙이 모두 고의의 위반행위자로서 1,000만 원의 손해에 대

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먼저 甲과 乙이 공동하여 1,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었으며, 나중에 丙에 대해 다시 소가 

제기된 경우를 가정해보겠다. 丙에 대해 제기된 소에서의 법원이 甲, 乙, 

丙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계라는 점을 안다면, 丙에 대해서도 

소외 甲, 乙과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

면 되므로, 변제와 같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유394)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자들은 그만큼 덜 변제하여도 되기 때문에, A가 손해액을 초과

해 배상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A가 손해액을 초과해 배상받는 경우가 

392) 최광선(2014a) p.55 참조.

393) 최문희(2014) pp.278 참조.

39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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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없게 되는 것은 甲, 乙, 丙 중 1인이라도 연대책임자가 있다면 ‘공동하

여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모두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등 분할책임이 적용395)되는 상황에서

는 책임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먼저 선고된 판결상의 공동불법행위자(들)

의 배상액의 합계와 나중에 선고된 판결상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

액의 합계가 원고의 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령, 공동불법행위자들 일부에 대해서만 소가 제기되었고. 제1판결의 

피고에서 누락된 공동불법헹위자의 존재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해당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에 관한 소송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가

정해보겠다396).

395)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

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396) 당사자들의 공방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원고나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의 상황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령, 누군가가 공동불법행위를 배후

에서 관여한 경우로 원고나 일부 피고는 이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던 피고는 

이를 숨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일부에 대해서만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제1판결의 법원이 피고가 아닌 나머

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존재나 그의 기여도를 알았다면, 당사자가 서로 다르므로 제1판결의 기판

력이 제2판결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제2판결의 법원은 제1판결 법원의 책임비율 

판단을 존중해 판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자료가 제1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제2판결 법원이 책임비율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므로 

사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소를 제기한 경우 과실상

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에게 한 

전소에서 승소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 그러나 보다 쉽게 대비하기 위하여 본

문과 같이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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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손해에 대하여 본래 甲, 乙, 丙(모두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A가 甲, 乙을 상대로 소

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는 丙의 존재나 해

당 손해에 대한 丙의 기여도에 관한 소송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때, 甲와 乙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은 각각 60%, 40%로 

판단되었고, 총 손해 1,000만 원, 甲은 600만 원, 乙은 400만 원

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제1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에야 A가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제2법원’) 해당 

소를 심리하게 된 법원은 그제서야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총 손해액은 제1판결과 동일하게 1,000

만 원으로, 책임비율은 제1판결과 다르게 소외 甲, 소외 乙, 피고 

丙의 과실이 각각 50%, 30%, 20%라고 판단하고 있다397).

  이 경우, 甲과 乙은 A에 대한 각 배상액을 다시 다툴 수 없고 A에게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1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丙이 공동불법행위자였던 이상 A나 甲, 乙이 丙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제1판결의 번복을 구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甲, 乙이 판결상의 금

액을 변제하였는지에 따라 나누어 법률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변제가 있는 경우

  만일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甲, 乙이 판결상의 금액을 

397)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사안에서의 사실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구상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과실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사실인정된 자들 전체의 과실비율이 100%임을 전제로 하

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4 -

변제하였다고 그러한 자료가 제2법원에 제출된다면, 제2법원은 A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398).

  이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어 심리받았다면 변제하지 않았을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

다.

Ⅲ.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변제가 없는 경우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甲, 乙이 판결상의 금액을 변제하

지 않았다면, 제2법원은 丙이 A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언뜻 각 판결이 이행되어 A가 자신의 손해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집

행종료 전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399)400). 

39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은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되었던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

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글

에서의 위 사례는 손해액과 피해자를 모두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제1법원과 개별 당사

자들에 대한 과실 판단은 다를지라도 제2법원에서 판단한 손해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제1법원

에서의 판결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A의 손해는 없어진다.

399)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

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가액배상도 수익자(전득자 포함)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

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

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 재심사유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그러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

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이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당사

자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못함으로 인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심의 소를 제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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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일부 화해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금지와 

원고가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판결금액에서 화해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고(34년법 제21D조 (f)항 (7)), 34년 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허용된 어떠한 자도 한 번 이상의 판결 집행으로써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34년법 제21D조 (f)항 (7)(B), 제28조 ⒜항).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상

권 행사를 금지하고 원고가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호주 연방 회사법 제1041P조, 제2041Q조(2)).

미국과 호주의 손해배상액이 실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은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가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려는 상황에서 책임배분에 

관한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제3절 소송법상의 쟁점

Ⅰ. 주문

  순수하게 비례책임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할채무자에 대한 이

행판결과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甲은 400,000원, 피고 乙은 

300,000원, 피고 丙은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400) 한편, 우리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손해를 배상받은 경우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를 해결책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는 채권의 목적인 물건‧권리에 관하여 채권자가 갖고 있던 법률상 지위가 채무자

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재판이 따

로 이루어짐으로써 두 판결의 배상액을 합하면 실손해를 초과하는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 채

권의 목적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자도 실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받을 지위를 받는 것이므로 이

중이득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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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비례책임자와 연대책임자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자 입

장에서는 비례책임자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성립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위 비례책임 규정을 적용한 인용판결이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

   가. 피고 甲, 乙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07. 5. 25.부터 2008. 12. 5.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丙은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형태가 될 것으

로 보인다401). 丙의 입장에서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연대하

여(또는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그러

나 丙은 甲, 乙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과 乙의 1,000,000만원과 별개로 

300,000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중 300,000원이라는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이라는 표

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피고의 추가    

   1. 회계감사인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의 형태와 기판력

    회계감사인 등이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례책임이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통상공동소송에 해

401) 기존에 개별적 평가설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이 달라진 판결의 경우,

甲, 乙, 丙이 모두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때

“나. 피고 丙은 피고 甲, 乙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으로 기재한다{한태일(2016c) 

pp.203-204, 사법연수원 pp.8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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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따라서 공동소송인인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판

결을 각각 받게 되며,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는 이미 피고가 된 자이

든, 피고에서 누락된 자이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402). 또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라면 이

를 당사자가 당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소(사례7에서 A의 丙에 

대한 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사례7에서 A의 甲․乙에 대한 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으므로403) 피고가 누락된 사

유를 들어 다른 판단을 구할 수도 없다.

    연대책임 체제에서는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피고로 하

더라도 전액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례책임 체제에서 전액을 

배상받으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들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404). 또한 피고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이은 소송으로 구상

금 청구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받는 것이 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405) 일단 피고에서 누락된 자들

이 함께 심리받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2) 강승준(2012) pp.399 참조.

403)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

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

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404) 물론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안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어느 범위인지까지를 확정하기가 쉽

지는 않아 그들 중 일부만이 피고가 되고 그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405)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각 공동소송인은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소송행위․소송진행․재판․상소가 통일되지 않는다(이른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판례는 주장공

통의 원칙 부정.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참조). 그러나 같은 절차에서 병합심

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기일 지정, 변론준비절차․변론․증거조사 실시도 공통으로 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1인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공통 혹은 관련된 

계쟁사실에 대해서는 그 원용이 없어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공동소송인간 증거

공통의 원칙. 병합심리에 의하는 이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 얻은 심증(민사소

송법 제202조)은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 공통으로 되기 때문이다. 강승준(2012) pp.455 참조]. 이

에 비추어보면 일응 병합심리(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경제 도모

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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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에서 누락된 자가 함께 심리받는 방법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같이 심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방법으로 ‘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공동소

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②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으나, ①은 원고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 이용할 수 없고, 원

고가 제3자를 참가시키거나 제3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원고나 

제3자의 의사 없이 피고가 제3자를 참여시키는 형태로는 부적절한 측면

도 있다. ②는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하

기 어렵고, 설사 제3자가 참여한다고 해도 권리주장참가(민사소송법 제

79조 제1항 전단)의 경우 원고의 권리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거나406)

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관계임을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의 소송이 참가인

의 권리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해방지참가(같은 법조 제1

항 후단)의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407).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로의 참가는 어렵다.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병합심리될 수 있는 것으로 ‘③ 인수승

계나 참가승계, ④ 별소 제기 후 병합심리, ⑤ 소송고지와 보조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③의 경우, 소송 계속 중 소송당사자(인수승

계408))나 제3자(참가승계)가 제3자가 소송물 자체나 계쟁물을 승계하였다

고 주장하여 승계시키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제3자를 추가하

는 것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④, ⑤의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40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판결,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814 판결참조.

40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판결 참조.

408) 단순히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주가 자기의 지위를 승계인에게 인수시켜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주(본소의 피고)도 본조에 의한 신청권자라

고 보지만 실무상으로는 전주의 상대방(본소의 원고)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장석조 

p.6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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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나라의 피고 추가 제도

    가. 미국 – 제3당사자 소송 또는 제3자의 소송인입(impleader)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14조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전체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피고가 그 자를 제3당사자 피고로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⑴). 제3당사자소송(impleader)의 절차는 본소의 피고가 제3당사자

원고가 되어 제3당사자피고를 상대로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⑴⑷). 이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제3당사자 원고), 제3당사자 

원고(피고)와 제3당사자 피고(제3자)의 소송이 하나의 절차에서 다루어지

게 되는바, 소송경제, 판결의 상호모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원고는 통상공동소송의 예에 따라 제3당사자피고에 대하여 소

제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제3당사자피고가 원고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응소와 반소 제기가 가능하다. 제3당사자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 제기 

시 원고도 제3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⑶, ⒝).

     ② 피고(제3당사자원고)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

하여 응소하는 것과 반소제기가 가능하다. ③ 제3당사자 피고도 제3당사

자원고에 대한 응소와 반소가 가능하다. 만약 공동 제3당사자피고가 있

다면 횡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3당사자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제3당

사자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 주장 또는 항변할 수 있다. 제3

당사자 피고는 제3당사자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다시 제3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⑵‧⑸))409).

409) 제3자를 소송에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제도로서 횡소

(cross-claim)(FRCP 13)도 있다. 이는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즉 공동원고나 공동피고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하나의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

른 지역법원에 복수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사법위원회의 직권에 의

하여 해당 소송 모두를 특정한 법원으로 이송하여 변론 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광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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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미국의 impleader 제도와 유사하게,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호주 연방 통합 회사법 제1041R조). 심지어 

더 나아가서 피고가 ‘소외의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피고가 가지

고 있는 해당 제3자의 신원과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단되는 상황들을 원

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들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후속소송을 허용하면서도(제1041Q조)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는(제1041P조) 규정 등과 함께 가급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4.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

   미국과 호주 모두 가급적 소송의 반복을 피하고, 관련 판결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의 도입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 본소의 절차지연, 

제3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 구상권의 사전행사 등을 사유로 하는 반대

도 존재하고410) 아직 도입하자는 입장이 우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례7에서 丙의 입장에서는 참가적 효력만으로도 충분히 소송

에 참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이 연이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

에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제3자 소송 인입 등의 제도

에서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게 될 것이다)411) 미국이나 호주의 제

절차(multidistrict litigation: MDL)도 있다.

410) 김정환 p.20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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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미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는 제

도들이 있어왔고(각종 참가 제도와 변론 병합 등), 소를 제기당하기보다 

계속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시킨다는 점에서 추가되는 제3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법체계에 크게 반하지도 않

는다고 본다412). 

411)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412) 최광선(2014b) p.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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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도입되어 있는 비례책임 제도의 내용과 

제도 도입의 타당성, 우리법상 비례책임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해자들의 과실 등이 경합하는 공동불법행위의 특성

상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비례책임은 이와 달리 가해자가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만 책임을 부담하

게 함으로써 가해자 중 1인이 무자력이 될 위험을 피해자가 감수하게 하

는 것이다. 회계감사인의 책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완화되어 있는 성립요건, 회계감사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보호법익의 특성과 일정한 위험은 감수하게 되는 투자 등의 

속성, 투자자 등의 상황 파악 가능성과 의사결정능력, 회계감사인이 적

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서의 명성자본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

서는 기존 판례처럼 법원에서 개별 사건마다 구구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책임제한이 요청되는 일정 영역을 구체화하여 책임제한을 입법하

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비례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풍토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4장 이하에서 우리나라

의 비례책임 규정들을 해석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할 때에 위 입법례들

을 참조하였다.

  비례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사․감사․감사위원은 책임주체에서 제외

하고 반면, 증권인수인을 제외하고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자들은 책임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합성에 부합한다.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고의

의 자 뿐 아니라 중과실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

직하다. ‘중과실’과 ‘과실’의 구별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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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사에서 실재성 확인절차 미비 등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와 달리 발행시장에서의 공시는 투자판단

자료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적용하지 않되 증권발

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성립이 인정되

는 책임의 경우에는 비례책임의 적용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의 경우 비례책임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

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면서 완화된 책임성립요건까

지 같이 적용하는 판례를 볼 때, 민법상 책임에도 비례책임이 적용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에 의한 비례책임 배제는 회사에 대

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제3자

에 대한 책임의 경우 제3자의 동의․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공시 사안의 경우 대체로 부실공시를 주도한 고의의 가해자와 주

의의무 위반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이트키퍼들이 함께 공동불법행위

자를 이루는바, 다수채무자 간 책임비율의 산정과 구상관계가 문제된다. 

책임비율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부담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비례책임자에게는 위 책임액에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의 책

임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산정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에 연

대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 연대책임자는 자신보다 적은 금액의 책임을 부

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중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

담하며, 그 자의 단독책임 부분은 그 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책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측․가해자측․제3의 

요인 모두를 고려하되 공동불법행위라는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먼저 산정하고, 다시 내부적인 비율에 

따른 책임 배분으로 최종 비례책임자의 책임액을 산정할 것이다. 고려대

상은 피고가 아닌 자들까지 포함된다. 과실이 있는 가해자로서 비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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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는 없지만 위임․사무관리 등의 법리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 그 외에 추가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시 연대책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행사하는 구상권도 가능할 것이다. 고의의 행위자도 신

의칙․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과 공동면책일 이후 이자와 

손해배상이 된다. 일부 가해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를 

면제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화해) 다른 공동불법행위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되는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

율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

지 못하게 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법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은 일정 규모 미만 소득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비

례책임자 중 일부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비례책임자들이 추

가배상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제반요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하고 특히 고의의 연대책임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비례책임 사안에 대해 다수의 판결이 있는 경우 손해액

이 같다면 제1법원의 판결상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피해자는 제2법원

에서의 청구를 기각당할 것이고 제1법원의 피고는 제2법원의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법원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

직 제1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받기 전인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

된 경우라면, 제2법원의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판결 선고 이전에 미국이나 호주의 입

법례를 참조하여 초과배상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 주문은 비례책임자만 있는 경우 분할책임자들에 대한 주문례에 따

를 것이나, 비례책임자와 부진정연대책임자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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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설에서의 판결주문례에 따르되 비례책임자에게는 ‘공동하여’라

는 표현은 쓰지 않고,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 일부가 

중첩된다는 표현은 필요할 것이다. 비례책임에서는 소송경제의 면에서 

가급적 한 번의 소송절차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미국이나 호

주를 참고하여 피고 추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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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비례책임 도입 국가의 관련 조항>

1. 미국

<Securities Act of 1933>

SEC. 11. (a)～(e) (생략)

(f)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all or any one or more of the

persons specified in subsection (a)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every person who becomes liable to make any payment under

this section may recover contribution as in cases of contract from any

person who, if sued separately, would have been liable to make the

same payment, unless the person who has become liable was, and the

other was not, guilty of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에 명시된 사람들은 연대책임을 부담

하며, 이 절에 따라 배상을 할 책임이 있게 된 자는 계약의 경우에서처

럼,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받았다면 같은 배상 책임이 있게 되었을 자로부

터, 자신은 사기적인 허위표시를 하였고 구상권 대상이 되는 그 자는 사

기적인 허위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A) The liability of an outside director under subsection (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1D(f)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은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21D(f)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

(B)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term ‘outside director’ shall

have the meaning given such term by rule or regul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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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이 항에서, ‘사외이사’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규율이나 규칙에[서 그러한 

용어를 정의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 21D.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제21조 증권 민사 소송)

(f) PROPORTIONATE LIABILITY.—(비례적 책임)

(1) APPLICABILITY.—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ffect, or in any manner modify, the standard for liability

associated with any action arising under the securities laws.

(적용가능성 – 이 항에 있는 어떠한 것도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증

권법에 따라 일어나는 어떠한 행위로도 창조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

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LIABILITY FOR DAMAGES.—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Any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action shall be liable

for damages jointly and severally only if the trier of fact specifically

determines that such covered person knowing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연대책임 – 민사소송에서 종국판결이 발하여진 어떠한 피고도 사실심

리관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피고가 알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때에만,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trier of fact(사실심리관)

: A person or group of people given the responsibility of

determining the facts of a case from evidence presented in a legal

proceeding

(소송 절차에서 제시된 증거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할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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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PORTIONATE LIABILITY.—(비례적 책임)

(i)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A), a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action

shall be liable solely for the portion of the judgment that corresponds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 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3).

(일반적으로 – (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서 종국판결이 

발하여진 피고는 오직 해당 판결 중 (3)에 따라 정해진 해당 피고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있다.)

(ii) RECOVERY BY AND COSTS OF COVERED PERSON.—In any case

in whi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permits, a covered person that

prevails in any private action may recover the attorney’s fees and

costs of that covered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action. (피고의 -

계약 관계가 허용하는 모든 사건에서, 어떠한 증권 소송에서 이긴 피고는 

변호사 비용과 피고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요한 비용을 회복할 수도 

있다.)

(3)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책임의 결정)

(A) IN GENERAL.— In any private action, the court shall instruct the

jury to answer special interrogatories, or if there is no jury, shall make

findings, with respect to each covered person and each of the other

persons claimed by any of the parties to have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incurred by the plaintiff, including persons who have

entered into settlements with the plaintiff or plaintiffs, concerning—

(일반적으로 -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배심원단이 특별한 심문들

에 대답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배심원이 없다면, 원

고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이에 기여한 피고, 그리고 (원고와 화해약정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사자 중 누구에 의해서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

에 기여하였다고 주장된 자에 대해서, 다음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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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whether such person violated the securities laws;

(그러한 사람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ii)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such person, measur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fault of all persons who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incurred by the plaintiff; and

(그 자의 책임의 비율 - 원고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한 자들 

전체의 잘못의 비율로 평가된)

(iii) whether such person knowing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그 자가 알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B) CONTENTS OF SPECIAL INTERROGATORIES OR FINDINGS.—The

responses to interrogatories, or findings, as appropriate, under

subparagraph (A) shall specify the total amount of damages that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recover and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each covered person found to have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incurred by the plaintiff or plaintiffs.

(특별한 질문들의 내용이나 사실인정. -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 또는 사

실인정들은, 적절하게, (a)하에서 원고가 회복할 권리가 있는 전체 손해배

상액과 원고나 원고들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된 각 covered person의 책임의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C) FACTORS FOR CONSIDERATION.—In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under this paragraph, the trier of fact shall consider—

(고려사항 – 이 항에서 책임비율을 정할 때에는, 사실심리관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 the nature of the conduct of each covered person found to have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incurred by the plaintiff or plaintiffs;

and

(원고나 원고들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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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person의 행위의 특성)

(ii)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duct of each such person and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or plaintiffs.

(각자의 행위와 원고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의 강도와 

특성)

(4) UNCOLLECTIBLE SHARE.—(배상받지 못하는 부분)

(A) IN GENERAL.—Notwithstanding paragraph (2)(B), upon(So in law.

Probably should be preceded by ‘if,’) motion made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ny private action, the

court determines that all or part of the share of the judgment of the

covered person is not collectible against that covered person, and is

also not collectible against a covered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2)(A), each covered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2)(B) shall be

liable for the uncollectible share as follows:

(일반적으로- (2)(B)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법에서는. 아마도 ‘만약’을 앞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종국판결 이후 6개월 내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covered person에 대한 판결상 분담액의 전

부 또는 그 일부를 그 covered person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동시에 

(2)(A)의 covered person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없으면, (2)(B)의 각 

covered person은 그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i) PERCENTAGE OF NET WORTH.—Each covered person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uncollectible share if the plaintiff

establishes that—

(순재산의 비율 – 각 covered person은 원고가 다음을 증명하면, 그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I) the plaintiff is an individual whose recoverable damage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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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judgment are equal to more than 10 percent of the net worth of

the plaintiff; and

(원고가 종국판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순

재산의 10%을 초과한다)

(II) the net worth of the plaintiff is equal to less than $200,000.

(원고의 순재산이 20만 달러 미만이다)

(ii) OTHER PLAINTIFFS.—With respect to any plaintiff not described

in subclauses (I) and (II) of clause (i), each covered person shall be

liable for the uncollectible share in proportion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 except that the total liability of a

covered person under this clause may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proportionate share of that covered person, 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3)(B).

(다른 원고들 – (i)의 (I)과(II)에 서술되지 않은 어떠한 원고들에 대해

서도, 각 covered person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조항의 

covered person의 전체 책임이 (3)(B)에 따라 결정한 해당 covered

person의 비례적 부담부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covered

person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책임이 있다.)

(iii) NET WORTH.—For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net worth shall

be determined as of the date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purchase or sale (as applicable) by the plaintiff of the securi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shall be equal to the fair market value

of assets, minus liabilities, including the net value of the investments

of the plaintiff in real and personal property (including personal

residences).

(순재산 – 이 항에서는, 순재산은 원고가 소송의 대상인 해당 증권을 

매매한 날 직전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고의 부동산(개인주택 포함) 및 

동산에 대한 투자의 순가치를 포함한 자산의 공정한 시가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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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VERALL LIMIT.—In no case shall the total payments requir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exceed the amount of the uncollectible

share.

(전체 제한 – 어떠한 경우에도 (A)에 따른 전체 배상액이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COVERED PERSONS SUBJECT TO CONTRIBUTION.—A covered

person against whom judgment is not collectible shall be subject to

contribution and to any continuing liability to the plaintiff on the

judgment.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covered person들 – 징수할 수 없는 판

결의 covered person은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판결상의 원

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이 있다,)

(5) RIGHT OF CONTRIBUTION.—To the extent that a covered person is

required to make an additional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covered person may recover contribution—

(구상권 - covered person이 (4)에 따라 추가배상을 하여야 하는 한, 해당 

covered person은 다음의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A) from the covered person originally liable to make the payment;

(원래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covered person)

(B) from any covered person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pursuant to

paragraph (2)(A);

((2)(A)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covered person)

(C) from any covered person held proportionately liable pursuant to this

paragraph who is liable to make the same payment and has paid less

than his or her proportionate share of that payment; or

(이 항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 동일한 배상 책임을 지

며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액 미만으로 배상한 covered person)

(D) from any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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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that would have been liable to make the same payment.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처음부터 피고가 되

었더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자)

(6) NONDISCLOSURE TO JURY.—The standard for allocation of damages

under paragraphs (2) and (3) and the procedure for reallocation of

uncollectible shares under paragraph (4) shall not be disclosed to

members of the jury.

[배심원단에 대한 비공개 – paragraph (2)와 (3)에 따른 손해액의 분배 

기준과 paragraph (4)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의 재분배 절차는 배심

원단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7) SETTLEMENT DISCHARGE(화해와 해방).—

(A) IN GENERAL.—A covered person who settles any private action at

any time before final verdict or judgment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claims for contribution brought by other persons. Upon entry of the

settlement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enter a bar order constituting

the final discharge of all obligations to the plaintiff of the settling

covered person arising out of the action. The order shall bar all future

claims for contribution arising out of the action—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최종 평결이나 판결 이전에 어느 때라도 화해를 

한 피고는, 다른 자가 제기한 모든 구상권 행사로부터 해방된다. 법원에 

화해가 있었음이 진술되면, 법원은 위 소송에서의 화해 피고의 원고에 대

한 모든 의무로부터의 종국적 해방을 구성하는 금지명령을 발한다. 위 명

령은 모든 위 소송에서 나오는 (다음의) 구상을 위한 향후 청구를 금지한

다)

(i) by any person against the settling covered person; and

(화해피고에 대한 어떠한 사람에 의한 청구)

(ii) by the settling covered person against any person, other th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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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whose liability has been extinguished by the settlement of the

settling covered person.(어떠한 사람에 대한 화해 피고에 의한 청구, 다

만 화해 피고의 화해금액에 의하여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 자에 대한 화

해 피고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있음)

(B) REDUCTION.—If a covered person enters into a settlement with the

plaintiff prior to final verdict or judgment, the verdict or judgment

shall be reduced by the greater of—

(감액 – 피고가 종국적인 평결이나 판결 이전에 원고와 화해를 한 경

우, 위 평결이나 판결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

(i) an amount that corresponds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 or

(해당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ii) the amount paid to the plaintiff by that covered person.(해당 피고

가 해당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8) CONTRIBUTION.—A covered person who become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in any private action may recover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erson who, if joined in the original

action, would have been liable for the same damages. A claim for

contribut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e claimant and of each person against whom a

claim for contribution is made.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covered

person은 원 소송에 병합되었다면 같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였을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구상권 소송

은 해당 청구자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각 사람(자)의 책임의 비율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9) STATUTE OF LIMITATIONS FOR CONTRIBUTION.—In any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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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determining liability, an action for contribution shall be brought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entry of a final, nonappealable

judgment in the action, except that an action for contribution brought

by a covered person who was required to make an additional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4) may be brought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payment was made.

(구상권 제한 조항 - 책임을 결정하는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구상권 소

송은, (4)에 따라 추가배상을 하여야 했던 covered person이 추가배상 이

후 6개월 이내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송

에서 불복할 수 없는 종국판결 후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0) DEFINITIONS.—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a covered person ‘knowingly commits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피고가 “알면서 증권법을 위반한다”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i) with respect to an action that is based on an untru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omission of a material fact necessary to make the

statement not misleading, if—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표시에 기초한 행위 또는 해당 표시가 오해를 유

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실의 누락에 기초한 소송과 관

련하여, 만일)

(I) that covered person makes an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with actual knowledge that the representation is false, or omits to state

a fact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 made not misleading,

with actual knowledge that, as a result of the omission, one of the

material representations of the covered person is false; and

(해당 피고가 해당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사실상 알면서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표시를 하였거나, 누락하는 결과 해당 피고의 중요한 표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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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허위가 된다는 점을 사실상 알면서 해당 표현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표시를 누락하고 있는 경우)

(II) persons are likely to reasonably rely on that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and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당 허위표시나 누락에 의존하였을[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ii) with respect to an action that is based on any conduct that is not

described in clause (i), if that covered person engages in that conduct

with actual knowledge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make the

conduct of that covered person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i)에 규정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에 기초한 어떤 소송과 관련하여, 만

일 해당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증권법 위반행위가 되게 하는 사실이나 

상황을 사실상 알면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경우)

(B) reckless conduct by a covered person shall not be construed to

constitute a knowing commission of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by that covered person;

(어느 피고의 무모한 행위는 해당 피고가 증권법 위반을 알면서 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 the term ‘covered person’ means—

(covered person이란)

(i) a defendant in any private action arising under this title; or

(이 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증권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

(ii) a defendant in any private action arising under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who is an outside director of the issuer of the

secu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1933년 증권거래법의 section 11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증권 민사 소송

에서의 피고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권 발행인의 사외이사)

(D) the term ‘outside director’ shall have the meaning given such term

by rule or regulation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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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 1041H(1041H조)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civil liability only)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망적인 행위(민사책임에 한정됨)

  (1)  A person must not, in this jurisdiction, engage in conduct, in 

(“사외이사”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규율이나 규제에 의하여 의미를 부여

받을 것이다.)

2. 호주

PART 7.10----MARKET MISCONDUCT AND OTHER PROHIBITED

CONDUCT RELATING TO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SERVICES(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최종적인 상품과 용역과 

관련되는 다른 금지행위)

Division 1—Preliminary(서문)

Division 2--The prohibited conduct (other than insider trading

prohibitions)[(내부자 거래행위 금지를 제외한) 금지된 행위]

Division 2A--Proportionate liability for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오해 유발행위와 기망적 행위에 대한 비례책임)

1041L. Application of Division(적용 부분)

(1) This Division applies to a claim (an apportionable claim ) if the

claim is a claim for damages made under section 1041I for: (이 장은 

만일 해당 청구가 제1041조에 따라 다음의 것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라면 

그(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적용된다.)

(a) economic loss; or(경제적인 손해 또는)

(b) damage to property;(재산에 대한 손해)

caused by conduct that was done in a contravention of section

1041H.(1041H조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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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to a financial product or a financial service, that is misleading 

or deceptive or is likely to mislead or deceive.(이 주(州)에서 금융상품이

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망적이거나 그럴 가능

성이 높은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1: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ubsection is not an offence.(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Note 2: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ubsection may lead to civil 

liability under section 1041I. For limits on, and relief from, liability 

under that section, see Division 4.(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1041I조

에 따른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와 감

면은 제4장을 참조한다.)

  (2)  The reference in subsection (1) to engaging in conduct in 

relation to a financial produ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1)항에서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행동을 하는 것은 다음 중 하

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a)  dealing in a financial product;(금융 상품 거래)

     (b)  without limiting paragraph (a):((a)에 한정하지 않고)

        (i)  issuing a financial product;(금융 상품 발행)

        (ii)  publishing a notice in relation to a financial product;(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통지서 발행)

        (iii)  making, or making an evaluation of, an offer under a 

takeover bid or a recommendation relating to such an offer;(인수 제안 

또는 제안과 관련된 권고에 따라 제안을 작성 또는 이를 평가)

        (iv) ~ (ix)  (생  략)

        (x) carrying on negotiations, or making arrangements, or doing 

any other act, preparatory to, or in any way related to, an activity 

covered by any of subparagraphs  ((i) to (ix).(ⅰ)에서 (ix)까지에 해당되

는 활동에 대한 준비로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와 관련되는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하거나 이를 준비하거나, 조치를 취함)

  (3)  Conduct:

     (a)  that contravenes:(다음을 위반하는 행위는)

        (i)  section 670A (misleading or deceptive takeover document); 

or (670A조: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망적인 인수문서 또는)

        (ii)  section 728 (misleading or deceptive fundraising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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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728조: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망적인 자금조달문서)

        (iii)  section 1021NA, 1021NB or 1021NC; or(1021NA조, 1021NB

조, 또는 1021NC조)

     (b)  in relation to a disclosure document or statem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53A; or(953A조의 의미 내에서의 정보 공개서나 표

현과 관련하여)

     (c)  in relation to a disclosure document or statem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22A;(1022A조의 의미 내에서의 정보 공개서나 표현

과 관련하여)

does not contravene subsection (1). For this purpose, conduct 

contravenes the provision even if the conduct does not constitute an 

offence, or does not lead to any liability,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a defence.((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해당 행위가 위

반행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어떠한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변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위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된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there is a single apportionable

claim in proceedings in respect of the same loss or damage even if

the claim for the loss or damage is based on more than one cause of

action (whether or not of the same or a different kind).[이 장에서는,

동일한 손해에 관한 절차에서 비록 해당 손해에 대한 해당 청구가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소인(소송 사유)에 기

초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배분할 수 있는 청구가 있다.]

(3) In this Division, a concurrent wrongdoer , in relation to a claim, is a

person who is one of 2 or more persons whose acts or omissions (or

act or omission) cause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or jointly, the

damage or loss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이 장에서, “공동 위반

행위자”란 어떤 청구에 관하여 그의 행위나 누락이 각각 독립하여 또는 

결합하여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발생시킨 두 명 이상의 사람

들 중 한 사람인 사람을 의미한다.)

(4)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apportionable claims are limi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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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claims specified in subsection (1).(이 장에서, 배분할 수 있는 청구

는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청구들에 한정된다.)

(5)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it does not matter that a

concurrent wrongdoer is insolvent, is being wound up or has ceased

to exist or died.(이 장에서 공동 위반행위자가 무자력이거나 그만 둔 상

태이거나 소멸되었거나 사망했거나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1041M. Certain concurrent wrongdoers not to have benefit of

apportionment(일정한 공동 위반행위자는 배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 Nothing in this Division operates to exclude the liability of a

concurrent wrongdoer (an excluded concurrent wrongdoer) in

proceedings involving an apportionable claim if:

[다음의 경우 이 장에서 어떠한 것도 배분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된 소

송(절차)에서 공동 위반행위자[면제된 위반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

해 운용될 수 없다];

(a) the concurrent wrongdoer intended to cause the economic loss or

damage to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 or: (해당 공동 위

반행위자가 고의로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b) the concurrent wrongdoer fraudulently caused the economic loss or

damage to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해당 공동 위반행

위자가 사기적으로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경제적인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

(2) The liability of an excluded concurrent wrongdoer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ules (if any) that (apart from

this Division) are relevant.(제외되는 공동 위반행위자의 법적 책임은 이 

장을 제외하고는 관련이 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3) The liability of any other concurrent wrongdoer who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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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concurrent wrongdoer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vision.(배제되는 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공동 위

반행위자의 법적 책임은 이 장의 조항들에 따라 결정된다.)

1041N. Proportionate liability for apportionable claims(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비례적 책임)

(1) In any proceedings involving an apportionable claim:(배분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서든)

(a) the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is a concurrent wrongdoer in

relation to that claim is limited to an amount reflecting that

proportion of the damage or loss claimed that the court considers

just having regard to the extent of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or loss; and(해당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위자인 피고

의 법적 책임은 해당 법원이 정확히 해당 손해에 대한 해당 피고의 책

임의 정도와 관련된다고 본,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

는 금액에 제한되고;)

(b) the court may giv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for not more

than that amount.(해당 법원은 해당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이하의 금

액에 대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

(2) If the proceedings involve both an apportionable claim and a claim

that is not an apportionable claim:(만일 해당 절차들이 배분할 수 있는 청

구와 그렇지 않는 청구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a) liability for the apportionable claim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vision; and(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 장의 조항들에 따라 정해지고)

(b) liability for the other claim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ules, if any, that (apart from this Division) are relevant.(나

머지 다른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떠한 것이든 이 장을 제외한 다

른 관련법규에 따라 정해진다.)



- 17 -

(3) In apportioning responsibility between defendants in the

proceedings:(해당 절차에서 피고들 사이에 책임을 분배함에 있어서)

(a) the court is to exclude that proportion of the damage or loss in

relation to which the plaintiff is contributorily negligent under any

relevant law; and(해당 법원은 해당 손해 중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

라 해당 원고에게 기여과실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b) the court may have regard to the comparative responsibility of any

concurrent wrongdoer who is not a party to the proceedings.(해당 법

원은 그 절차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공동 위반행위자의 상대적인 책임

을 참작할 수도 있다.)

(4) This section applies in proceedings involving an apportionable claim

whether or not all concurrent wrongdoers are parties to the proceedings.

(이 조는 모든 공동 위반행위자들이 그 절차에서 당사자인지에 관계없이 배

분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되는 절차에서 적용된다.)

(5) A reference in this Division to a defendant in proceedings includes

any person joined as a defendant or other party in the proceedings

(except as a plaintiff) whether joined under this Division, under rules of

court or otherwise.[이 장에서 절차에서의 피고란 이 장, 법정 규칙,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참여했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절차에 (원고를 제외하고) 피

고나 다른 당사자로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1041O. Defendant to notify plaintiff of concurrent wrongdoer of

whom defendant aware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공동 위반행위자를 통지하는 

것)

(1) If(만일)

(a) a defendant in proceedings involving an apportionable claim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articular pers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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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 may be a concurrent wrongdoer in relation to the claim;

and

(배분할 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서의 피고가 특정한 사람(“다른 사

람”)이 해당 청구에 관한 공동 위반행위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the defendant fails to give the plaintiff, as soon as practicable,

written notice of the information that the defendant has about:(해당 

피고가 원고에게 실현할

수 있는 한 빨리 서면으로 해당 피고가 가지고 있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못하였으며,)

(i) the identity of the other person; and(위 다른 사람의 신원)

(ii) the circumstances that may make the other person a concurrent

wrongdoer in relation to the claim; and(위 다른 사람이 해당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위자일 수 있게 하는 상황들)

(c) the plaintiff unnecessarily incurs costs in the proceedings because

the plaintiff was not aware that the other person may be a

concurrent wrongdoer in relation to the claim;

(해당 원고가 위 다른 사람이 해당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위자일 

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원고가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이게 

된 경우)

the court hearing the proceedings may order that the defendant pay all

or any of those costs of the plaintiff.(해당 절차를 심문하는 해당 법원이 

해당 피고가 원고가 들인 해당 비용의 모든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 The court may order that the costs to be paid by the defendant be

assessed on an indemnity basis or otherwise.(해당 법원은 해당 피고가 배

상하여야 하는 위 비용을 배상 기준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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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P. Contribution not recoverable from defendant(피고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구상권)

A defendant against whom judgment is given under this Division as a

concurrent wrongdoer in relation to an apportionable claim:(이 장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하여 공동 위반행위자로 판결이 내려진 피고는)

(a) cannot be required to contribute to any damages or contribution

recovered from another concurrent wrongdoer in respect of the

apportionable claim (whether or not the damages or contribution are

recovered in the same proceedings in which judgment is given

against the defendant); and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해당 피고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같은 

절차에서 청구․행사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관

한 다른 공동 위반행위자의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 행사에 따르

도록 요구될 수 없다. 그리고)

(b) cannot be required to indemnify any such wrongdoer.(그러한 어떤 

위반행위자에게도 전액 구상권(상환권) 행사에 따르도록 요구될 수 없

다.)

1041Q. Subsequent actions(연속적인 소송들)

(1) In relation to an apportionable claim, nothing in this Division or

any other law prevents a plaintiff who has previously recovered

judgment against a concurrent wrongdoer for an apportionable part

of any damage or loss from bringing another action against any

other concurrent wrongdoer for that damage or loss. [배분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하여, 이 장 또는 다른 어떠한 법에서 어떠한 것도 이전에 공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결배상

액을 회복한(손해배상 판결 등을 받았다는 의미) 원고가 해당 손해에 대

한 다른 어떠한 공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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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ever, in any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such action, the

plaintiff cannot recover an amount of damages that, having regard to

any damages previously recovered by the plaintiff in respect of the

damage or loss, would result in the plaintiff receiving compensation

for damage or loss that is greater than the damage or loss actually

sustained by the plaintiff.

[그러나, 그러한 어떤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서도, 해당 원고는 

원고가 이전에 해당 손해와 관련하여 (판결 또는 법 등에 따라 받게 되

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 원고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어떠한 손해배상액도 회복할 수 없다

(그러한 금액으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

1041R. Joining non-party concurrent wrongdoer in the action(비당사자

인 공동 위반행위자를 해당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

(1) The court may give leave for any one or more persons to be

joined as defendants in proceedings involving an apportionable

claim.(해당 법원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배분할 수 있는 청구

와 관련된 절차에 피고로서 참여시키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The court is not to give leave for the joinder of any person who

was a party to any previously concluded proceedings in respect of

the apportionable claim.(해당 법원은 해당 청구와 관련된 이미 종결된 

절차에서 당사자였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공동소송을 허가하지 않는

다)

1041S. Application of Division(장의 적용)

Nothing in this Division:(이 장에 있는 어떠한 것도)

(a) prevents a person being held vicariously liable for a proportion of

an apportionable claim for which another person is liable; or(어떤 사

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어떠한 배분할 수 있는 청구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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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하여 대리인 책임을 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 prevents a partner from being held severally liable with another

partner for that proportion of an apportionable claim for which the

other partner is liable; or(어떤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이 책임이 있는 배

분할 수 있는 청구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과 분할책임을 지

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 affects the operation of any other Act to the extent that it imposes

several liability on any person in respect of what would otherwise be

an apportionable claim.(다른 법안이 그렇지 않았으면 배분할 수 있는 

청구가 되었을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분할 책임을 부과하는 정

도까지 그 다른 법안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 PART XIX.1 >

Apportioning Award of Damages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것의 배분)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해석과 적용)

Definitions(정의)

237.1 The definitions in this section apply in this Part.

(이 조에서의 정의는 이 파트에서만 적용이 된다.)

financial interest, with respect to a corporation, includes

(생략)

financial loss means a financial loss arising out of an error, omission or

misstatement in financial information concerning a corporation that is

required under this Act or the regulations. (perte financ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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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경제적인) 손해는 이 법이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회사에 관한 재

무 정보에서 위반행위, 누락, 허위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

Version anglaise seulement

third party includes any subsequent party that is joined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Version anglaise seulement)

(제3자는 법원 절차에 참여한 이후의 어떠한 당사자도 포함한다.)

2001, c. 14, s. 115.

Application of Part(적용 영역)

237.2 (1) This Part applies to the apportionment of damages awarded to

a plaintiff for financial loss after a court has found more than one

defendant or third party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loss.

(이 파트는 해당 법원이 금전적(재정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하나 이상의 피고나 제3자를 판명한 이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배분에 

적용된다.)

Non-application of Part(비적용영역)

(2) This Part does not apply to an award of damages to any of the

following plaintiffs:

(다음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of a province(캐나다나 주에 대한 

권리에서 여왕);

(b) an agent of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of a province or a

federal or provincial Crown corporation or government agency, unless

a substantial part of its activities involves trading, including making

investments in,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캐나다나 주나 

주 소유 회사나 정부 대리인에 대한 권리에서 여왕의 대리인, 그것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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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상당 부분이 증권이나 다른 금융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포함

하여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한)

(c) a charitable organization, private foundation or public foundation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149.1(1) of the Income Tax Act; or(자

선기관, 소득세법 149.1(1)항의 의미 내에 있는 사적 또는 공적 기관)

(d) an unsecured creditor in respect of goods or services that the creditor

provided to a corporation.(회사에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무담

보채권자)

2001, c. 14, s. 115.

Apportionment of Damages(손해배상액의 배분)

Degree of responsibility(책임의 정도)

237.3 (1) Subject to this section and sections 237.4 to 237.6, every

defendant or third party who has been found responsible for a

financial loss is liable to the plaintiff only for the portion of the

damages that corresponds to their degree of responsibility for the loss.

(이 조와 237.4조에서 237.6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금전상의(경제적

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모든 피고 또는 제3자는 해

당 원고에 대하여 해당 손해 중 이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있다.)

Uncollectable amounts(회수할 수 없는 금액)

(2) If any part of the damages awarded against a responsible defendant

or third party is uncollectable,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the

plaintiff, reallocate that amount to the other responsible defendants or

third parties, if the application is made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that the judgment was made enforceable.

(책임이 있는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어떠한 

부분이라도 회수할 수 없다면, 원고가 해당 판결을 집행[시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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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원고에게 적

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다른 자에게 해당 금액을 재분배할 수도 있

다.)

Reallocation(재분배)

(3) The amount that may be reallocated to each of the other responsible

defendants or third parties under subsection (2)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uncollectable amount by the percentage that

corresponds to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at defendant or third

party for the total financial loss.

(⑵항에 따라 다른 책임이 있는 피고나 제3자 각각에 재분배될 수도 있

는 손해배상액은 회수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을 해당 피고나 제3자의 전

체 금전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과 곱함으로

써 계산한다.)

Maximum amount(최대의 손해배상액)

(4) The maximum amount determined under subsection (3), in respect of

any responsible defendant or third party, may not be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e amount originally awarded against that responsible

defendant or third party.

(⑶항에 따라 결정된 최대의 손해배상액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 피고나 

제3자에 대해서도, 해당 책임이 있는 피고나 제3자에 대하여 원래 인정되

는 손해배상액의 50%보다 많을 수는 없다.)

2001, c. 14, s. 115.

Exception — fraud(예외 – 사기)

237.4 (1) The plaintiff may recover the whol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by the court from any defendant or third party who has

been held responsible for a financial loss if it was establish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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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or third party acted fraudulently or dishonestly.

(해당 원고는 금전적인(경제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어

떠한 피고나 제3자로부터도, 만일 해당 피고나 제3자가 사기적으로 또는 

부정직하게 행동한 경우 해당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전체 손해배상액을 

회복할 수도 있다.)

Contribution(구상권)

(2) The defendant or third part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entitled

to claim contribution from any other defendant or third party who is

held responsible for the loss.

(⑴관에서 언급된 해당 피고나 제3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다른 어떠한 피고나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2001, c. 14, s. 115.

Joint and Several, or Solidary, Liability(연대책임)

237.5 (1) Defendants and third parties referred to in subsection 237.2(1)

are jointly and severally, or solidarily, liable for the damages awarded

to a plaintiff who is an individual or a personal body corporate and

who

(237.2(1)관에 언급된 피고와 제3자는 개인이거나 personal body

corporate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원고에 대해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a) had a financial interest in a corporation on the day that an

error, omission or misstatement in financ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rporation occurred, or acquired a financial interest in the period

between the day that the error, omission or misstatement occurred and

the day, as determined by the court, that it was generally disclosed;

and(해당 회사와 관련한 재무정보에 관하여 위반행위, 누락, 허위표시가 

발생한 날에 금전적(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거나 또는 위반행위, 누락,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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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표시가 일어난 날과 법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그러한 점이 공개된 날 

사이에 금전적(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고)

(b) has established that the value of the plaintiff’s total financial

interest in the corporation was not more than the prescribed amount

at the close of business on the day that the error, omission or

misstatement occurred or at the close of business on any day that the

plaintiff acquired a financial interest 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a).[해당 원고의 해당 회사에 대한 총 재무적(금전적) 이해관

계의 가치가 위반행위․누락․허위표시가 발생한 날의 영업 종료 시 또

는 해당 원고가 재무적(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 (a)절에 언급된 기간 

내에 어떠한 날의 영업 종료 시에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지 않음을 입증

한]

Exception(예외)

(1.1)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n the plaintiff brings the action as

a member of a partnership or other association or as a trustee in

bankruptcy, liquidator, receiver or sequestrator of a body corporate.((1)

관은 해당 원고가 조합이나 다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법인의 파산

관리인, 청산인, 파산관재인, 가압류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Interpretation(해석)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이 조에서는)

(a) a personal body corporate is a body corporate that is not actively

engaged in any financial, commercial or industrial business and that is

controlled by an individual, or by a group of individuals who are

connected by marriage, common-law partnership or any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or are connected indirectly by a combination

of those relationships,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s through whom

they are connected are members of the group; and(person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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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은 [적극적으로, 결혼, 관습법상 조합 또는 어떠한 법적인 모자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또는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게 해주는 개인

들이 집합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그러한 관계들의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합이 지배하는 어떠한 금전적

(재정적), 상업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법인]

(b) a common-law partnership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rsons who

are cohabiting with each other in a conjugal relationship and have

done so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관습법상의 조합은 부부관계

에서 서로 동거하고 최소한 1년의 기간 이상 그렇게 해온 두 사람 사이

의 관계를 의미한다.)

2001, c. 14, s. 115; 2005, c. 33, s. 5; 2011, c. 21, s. 68(E).

Equitable grounds(공평한 근거)

237.6 (1) If the value of the plaintiff’s total financial interest referred to

in subsection 237.5(1) is greater than the prescribed amount, a court

may nevertheless determine that the defendants and third parties are

jointly and severally, or solidarily, liable if the court considers that it

is just and reasonable to do so.

(237.5(1)관에 언급된 해당 원고의 전체 금전적(경제적) 이해관계의 

가치가 규정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피

고와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Factors(요소들)

(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establish factors that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in deciding whether to hold the defendants and

third parties jointly and severally, or solidarily, liable.

(의회에서 주지사는 법원이 해당 피고나 제3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정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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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001, c. 14, 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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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규정집 등>

□ Code of Federal Regulations.(미국연방규정집)

Title 17 – Commodity and Securities Exchanges(상품과 증권 거래)

Chapter II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제2장 –

증권거래위원회)

Part 240 –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934년 증권거래소법하의 일반 규칙과 

규정들)

Subpart A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934년 증권거래소법하의 규칙과 규정들)

Subgrip – Rules and General Application(Part 240)(규칙들과 일반적

인 적용)(파트 240)

Section Â§10b-5 – Employment of manipulative and deceptive

devices(시세조종적 사기적인 기법의 사용)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or of any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누구든지 직 간접적으로 주간(州間)통상이나 우편의 방법․수단 또는 

국가의 증권 거래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다.)

⒜ to employ any device, scheme, or artifice to defraud,

(기망하기 위하여 수단, 계략, 책략을 사용하는 것)

⒝ to make any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to omit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s

mad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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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not misleading, or

(서류가 그것이 작성된 상황을 고려하여 오인시키지 않게 하기 위

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진술을 생략하는 것)

⒞ to engage in any act, practice, or course of business which

operates or would operate as a fraud or deceit upon any person,

(어떠한 사람에게든 사기나 기망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관행․거래과정에 관여하는 것)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어떠한 증권이든 그 매수․매도와 관련하여)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ITLE III. PLEADINGS AND

MOTIONS, Rule 14. Third-Party Practice(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4조 

제3당사자소송)

(a) 피고가 제3자의 인입(引入)을 허용받은 경우

(1) 출석요구서 및 소장의 시기.

피고는, 제3당사자소송 원고(third-party plaintiff)로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담해야 할 

제3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및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당사자

소송 원고는, 본소의 답변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제3당사자소송의 소장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당사자소송 피고의 청구와 방어.

출석요구서와 제3당사자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자, 즉 “제3당사자소송 

피고(third-party defendant)”는:

(A) 제12조에 따라 제3당사자소송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를 주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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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13조(a)에 따라 제3당사자소송 원고에 대해 반소를 주장하여야 

하며, 그리고 제13조 (b)에 따라 제3당사자소송 원고에 대해 반소를 주장

하거나 제13조 (g)에 따라 그 밖의 제3당사자소송 피고에 대해 횡소를 

주장할 수 있다;

(C) 제3당사자소송 원고가 본소원고의 청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방

어를 본소원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D) 제3당사자소송 원고가 본소원고의 제3당사자소송 원고에 대한 청

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를, 본

소원고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3) 원고의 제3당사자소송 피고에 대한 청구.

본소원고는 제3당사자소송 피고에 대해서, 본소원고의 제3당사자소송 원

고에 대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당사자소송 피고는 이에 대해서 제12조에 따

른 방어 및 제13조 (a)에 따른 반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제13조 (b)에 따

른 반소와 제13조 (g)에 따른 횡소를 주장할 수 있다.

(4) 각하, 사건 또는 심리의 분리 신청.

당사자는 제3당사자소송에 대해서, 그 각하, 사건 또는 심리의 분리를 신

청할 수 있다.

(5) 제3당사자소송 피고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청구.

제3당사자소송 피고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제3당사자소송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담해

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 이 조에 따라 절차를 취할 수 있다.

(6) 생략

(b) 원고가 제3자를 인입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에 대해서 청구가 주장된 경우, 이 조가 피고에게 허용한 

조건에 따라 제3자를 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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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비례책임 도입 배경413)과 현황>

- 미국은 초기에 공모(합의)된 행위(concerted action)만을 joint torts라고 

보았는바, 이렇게 협의된 행위를 매개로 다수의 행위자는 단일한 행위주

체로 취급됨. 모든 행위자에게 단일한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행위자 상

호간 구상을 부정414)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하나의 소에서 공동피고

로 만들 수 있었음415).

- 점차 손해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damage)으로 변경하여 joint torts

의 범위가 넓어짐. 공모나 고의가 없더라도 joint torts로 인정되어 공동

소송이 가능해짐416). 한편, joint torts에 대한 구상금지원칙은 과거 joint

torts가 공모를 전제로 할 때에 확립된 것이므로, joint torts의 개념이 확

장된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야기됨. 20세기 초반에는 적용되

는 상당수 주에서 적용하였다가, 이후 제정법이나 법원에서 구상금지원

칙을 폐기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기 시작하여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됨417).

- joint torts의 개념 확장과 함께 기업이나 주(州)가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

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큰 책임을 지게 되고418),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일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

부에 비례책임을 도입하고 하는 주(州)들이 생겨났으며, 책임배분 리스

테이트먼트는 이를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음419).

- ①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주들:

413) Wade pp. 193-199; Leibman and Kelly pp.391-392; Mednick and Peck pp.867-918 참조.

414)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886A조, comment a.

415) 권영준(2013a) pp.327-328 참조.

416) 권영준(2013a) p.330 참조.

417) 권영준(2013a) pp.338-341 참조.

418) Ziemer v. City of Milwaukee[157 Wis.2d 814, 461 N.W.2d 448 (Wis. App., 1990)] 등.

419)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Elser, Davis(1995)pp.876-881와 주의 법령

을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은 수정함. 그 외에 권영준(2013a), 가정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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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Delaware, D.C.,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orth

Carolina, Rhode Island, Virginia, South Dakota{South Dakota는 

50% 이상 과실이 있는 피고는 제한 없이 연대책임을 지지만420), 50%

미만의 과실이 있는 피고는 해당 피고의 비례적 몫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음421)}422).

② 비례책임으로 변경한 주들,

Alaska, Arizona, Colorado, Idaho, Indian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chigan,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Tennessee, Utah, Vermont, Wyoming423).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으로 

Florida424), Georgia425), Minnesota426), Mississippi427), Oklahoma428),

Washington(Washington은 비례책임이 원칙. 다만, (1) 사실심리관이 신체적인 

손해나 재산적인 손해를 경험한 청구인이나 당사자가 과실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2) ⅰ) 공모하였거나 ⅱ) 대리인이나 사자로 행위한 다른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몫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으며429), (3) 위험한 폐기물 처리, 석면, 계약

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관련된 사건430)에서는 연대책임을 짐).

③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향하고 가해자 중 일부가 지급불능,

420) S.D. Codified Laws 제15-8-11조, 2005

421) S.D. Codified Laws 제15-8-15조.

422)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7조, reporters' note 참조.  Arkansas, Minnesot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West Virginia는 아래에서와 같이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가 발간된 이후 연대

책임 체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나열함.

423)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7조, reporters' note, 제B18조 in the reporters' note cmmt a. 참

조.

424) Fla. Stat. 제768.81조, 2006

425) Ga. Code 제51-12-33조(b), 1987

426) Minn. Stat. 제604.02조, 2003

427) Miss. Code 제85-5-7조

428) 23 Okl. Stat. 제15조, 2011

429) Wash. Code 제4.22.070조, 1986

430) Kottler v. State, 963 P.2d 834(Was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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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또는 법정책임 면제사유 등으로 자신의 책임 부분을 부담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된 경우 그 책임부분은 피해자를 포함한 자

신의 책임 비율 부분만큼 부담하도록 한 주들,

Connecticut, Michigan, Missouri, Montana, New Hampshire,

Oregon431)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으로 

Arkansas432), New Jersey433)(④의 형태도 띠고 있음), West Virginia(원고

의 과실보다 큰 10% 이상의 과실이 있는 피고에게 재분배될 수 있음434). ④의 

형태도 띠고 있음).

④ 전체 불법행위손해에 대해 일정한 법이 허용한 범위 이상의 과

실을 범한 불법행위자들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한 주

들 

Illinois, Iowa, Montana, New Hampshire, New Jersey435), New

York, Ohio, Texas, Wisconsin436)(New Jersey는 ③과 ④의 형태를, New

York은 ④와 ⑤의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음),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으로  Pennsylvania437), South

Carolina438), West Virginia(ⅰ) 과실이 30% 미만이고, ⅱ) 공모하지 않았으

431)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7조, reporters' note, 제C19조.

432) Ark. Code 제16-55-201조, 2003; Ark. Code 제16-55-203, 203조

433) N.J. Stat. 제2A:15-5.3조, 1995; 1995); Gennari v. Weichert Co., 691 A.2d 350(N.J. 1997). If 

judgment is uncollectable from a defendant, the plaintiff may recover the uncollectable 

amount of his damages from solvent defendants who are responsible to pay their 

proportionate share of the unrecoverable award.

434) W.V. Code 제55-7-24조, 2005

435) N.J. Stat. 제2A:15-5.3조(1995);Brodsky v. Grinnell Haulers, 853A.2d 940 (N.J. 2004). Several 

only liability is applied to a defendant less than 60 percent at fault, while a defendant 60 

percent or more at fault is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436)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7조, reporters' note. 제D18조는 둘 이상의 자의 독립적 불법행

위가 불가분적 침해의 법적 원인이라면, 법의 허용 범위이거나 이상인 상대적인 책임의 비율이 

배분된 피고 각자는 연대책임을 지고, 또한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허용 범

위 이하의 상대적인 책임 비율이 배분된 피고 각자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437) 42 Pa. Stat.제7102, 2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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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ⅲ) 고의가 아니고 환경 불법행위나 제조물 책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고에 대해서만 비례책임이 적용된다439), ③의 형태도 동시에 

띠고 있음).

⑤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의 입장에서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책임’(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한 주들440)

California, Hawaii, Iowa, Nebraska, New York(피고의 책임비율

이 50% 미만이어야 함)

- 시기적으로 미국에서 연대책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할 때, 20세

기 중반부터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지배적 입장인 비교과실 이론

이 등장한 것도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음441). 이 견해는 기여과실 이

론으로부터 비교과실이론으로의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연대책임 이론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고 함442).

- 참고로, 미국의 경우 다음에서와 같이 비례책임을 인정하는 주는 대체로 

비교과실의 법리를,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주는 대체로 기여과실의 법리

를 유지하고 있음.

① 기여과실의 법리를 취하는 주443) : Alabama(과실청구사안에서),

Maryland, North Carolina,

Virginia

② 비교과실의 법리를 취하는 주 :

◦순수한 비교과실의 법리를 취하는 주444) :

- 원고에게 99%의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서 피고에

438) S.C. Code 제15-38-15조, 2005

439) W.V. Code 제55-7-24조, 2005

440) 책임배분 리스테이트먼트 제17조, reporter’s note. 제E18조. Florida는 위 책 출간 후 ②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Mississippi도 ②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441) 권영준(2013a) p.333-334 참조.

442) 권영준(2013a) p.333-334 참조.

443) 박동진 pp.171 참조.

444) 박동진 pp.174-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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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New Mexico, Missouri, California가 판례법에 근거하여, New

York, Rhode island, Louisiana, Mississippi, Alaska, Arizona,

Washington, Kentucky와 Florida는 제정법에 근거하여 채택.

◦수정 과실상계 법리445):

- 원고의 과실이 특정한 비율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

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현재 미국의 가장 많

은 주가 채택하고 있음.

-

1) 50% 법리(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같거나 초과 시 손해배

상 부인) :

Arkansas, Colorado, Georgia, Idaho, Kansas, Maine, Nebraska,

North Dakota, Tennessee, Utah, West Virginia

2) 51% 법리(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 초과 시 손해배상 부인) :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Indiana, Iowa,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xas, Vermont, Wisconsin,

Wyoming

445) 박동진 p.177-178 참조.



- i -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행본

강승준(저자), 김능환․민일영(편집대표),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제7판, 2012. 3.[‘강승준(2012)’으로 표기]

강승준(저자), 김용담(편집대표), 『주석 민법』(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강승준(2016)’으로 표기]

김건식․송옥렬, 『미국의증권규제』, 홍문각, 2001.[‘김건식․송옥렬’으로 

표기]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새로 쓴 제3판), 두성사, 2013.[‘김건식․정

순섭’으로 표기]

문흥안(저자), 김용담(편집대표), 『주석 민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문흥안’으로 표기]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4.[‘박세일’으로 표기]

사법연수원, 『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8. 3.[‘사법연수원’

으로 표기]

송옥렬, 『상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18. 1.[‘송옥렬(2018)’으로 표기]

유승정(저자), 김용담(편집대표), 『주석 민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유승정‘으로 표기]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이준섭(2005)’으로 표기]



- ii -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임재연(2009)’으로 표기]

장석조(저자), 김능환・민일영(편집대표), 『주석 민사소송법』(제7판), 한국

사법행정학회, 2012. 3.[‘장석조’로 표기]

제철웅(저자), 김용담(편집대표), 『주석 민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제철웅’으로 표기]

지원림, 『민법강의』 제14판, 홍문사, 2016.[‘지원림’으로 표기]

  나. 논문 및 발표문

가정준, “미국법상 공동다수책임 -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

하여 -”, 《비교사법》 제19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12. 8.[‘가정준’으로 표기]

고세훈, “자본시장에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일감 부동산법학 

제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고세훈’으로 표기]

고창현, "CEO․CFO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 –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검토", 《BFL 제25호 – 특집_증권시장과 증권

소송: 도전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9.[‘고창현’

으로 표기]

권영준,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민사법학》제64

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9.[‘권영준(2013a)’으로 표기]

______,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

역 과제 보고서, 2013. 11.['권영준(2013b)'로 표기]

______, “미국법상 순수재산손해의 법리”, 《민사법학》 제58권, 한국민

사법학회, 2012.[‘권영준(2012)’로 표기]



- iii -

곽관훈,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의 

도입”, 《상장협》 제51호 , 2005. 3.[‘곽관훈’으로 표기]

권재열,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위한 시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기업법연구》 20(2), 한국기업법학회, 2006. 

6.[‘권재열’으로 표기]

김도형, “미국과 한국의 증권법상 사기 거래에서의 사기와 손해-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544 U.S. 336 (2005) 및 서울고등

법원 2013. 1. 10. 선고 2010나84682 판결을 중심으로”[‘김도형’

으로 표기]

김병연,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4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3.[‘김병연’으로 표

기]

김재룡,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

학석사 학위논문, 2004. 2.[‘김재룡’으로 표기]

김재훈‧이화령,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

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KDI FOCUS》 통권 제45호, 2015. 5. 

27.[‘김재훈‧이화령’으로 표기]

김정연, “ 기업 변호사의 문지기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

학》 제52권 제3호, 2011. 9.[‘김정연’으로 표기]

김정환, “미국의 복합소송제도와 그 도입가능성 : Interpleader, impleader, 

cross-claim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2.

[‘김정환’으로 표기]

김제완, “대규모 집회, 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민

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제



- iv -

6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김제완’으로 표기]

김주영, “증권투자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BFL제25

호-특집_증권시장과 증권소송 : 도전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2007. 9.[‘김주영’으로 표기]

김지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제

20권 제3호(통권 제6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8.[‘김지환’으

로 표기]

김춘,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상장》 2015년 9

월호 Vol.489, KCLA, 2015.[‘김춘’으로 표기]

노혁준, “증권투자자의 법적 구제와 그 한계 : 미국 사적증권소송개혁법 

(PSLTRA of 1995)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8. 2.[‘노혁준’으로 표기]

박동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조정에 관한 연구 – 자

동차사고의 경우를 중심으로 -”, 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4. 12., pp.174-178 참조[‘박동진(2014)’으로 표기]

______, “피해자측 과실이론과 과실상계”, 《비교사법》 제17권 제3호

(통권 제5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9.[‘박동진(2010)’으로 표

기]

박승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서의 인과 관계”, 한국증권법

학회, 2010. 5. 29. 제160회 학술행사['박승배‘로 표기]

박철희, 『증권집단소송과 화해(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5)』, 경인문화사, 2007. 9.[‘박철희’로 표기]

백승재,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기업감시자책임(Gatekeeper Liability)에 



- v -

대한 고찰”, 《증권법연구》 11(3), 한국증권법학회, 2011. 1.[‘백

승재’로 표기]

박준,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BFL - 특집 자본시장의 신뢰와 문

지기책임》제82호, 2017. 3.[‘박준’으로 표기]

손영화,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일고찰 – 자본시장법 제

125조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증권법 연구》제12권 제1호, 2011. 

5.[‘손영화’로 표기]

송덕수, “[민 법] 법률상 책임이 감경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관계 

시론”, 《고시계》 46(11), 2001. 11.[‘송덕수’로 표기]

송옥렬, “미국의 최근 증권사기 수사사례 및 판례의 동향”, 대검찰청(중

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2008. 12.[‘송옥렬(2008)’으로 표기]

______, “신용평가회사의 문지기책임”, 《BFL 제82호- 특집 자본시장의 

신뢰와 문지기책임》, 2017. 3.[‘송옥렬(2017)’으로 표기]

심현지, “감사보고서상 거짓기재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를 중

심으로 - ”, 《BFL 제82호 - 특집 ‘자본시장의 신뢰와 문지기책

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3.[‘심현지’로 표기]

안수현, “증권집단소송제도 운영론 – 비례책임제도(proportionate liability)

를 中心으로”, 《법학논총》 제28집, 2004학년도 정기학술대회 발

표논문, 2004.[‘안수현(2004a)’으로 표기]

______,“회사법제상 책임제한의 새로운 경향-외국의 연대책임에 관한 수

정논의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4. 

12.[‘안수현(2004b)’으로 표기]

안태준,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



- vi -

한 연구 : 미국법상 게이트키퍼책임과 비례적 책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4. 2.[‘안태준

(2004)’으로 표기]

______, “금융시장에서의 게이트키퍼책임의 이론”, 《BFL 제82호-특집 

자본시장의 신뢰와 문지기책임》, 2017. 3.[‘안태준(2017)’으로 표

기]

원용수, “프랑스의 會社法 改正方向과示唆點 - 特輯：최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회사법 개정 동향과 논점”, 《상장협연구》 제54호,  

2006. 10.(‘원용수’로 표기]

이동진,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학연

구》 제9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2. 6.[‘이동진’으로 표기]

이상천, “企業會計基準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법학논고》 제3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0. 10.[‘이상천’으로 표기]

이성우, “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1(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2.[‘이성

우(2014)’로 표기]

이은영,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비교사

법》 22(1),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이은영’으로 표기]

이재은(제1저자)‧배길수(교신저자), “감사판단의 사후평가시 기대차이, 직

무책임 및 사후편견의 영향”,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2014. 

10.[‘이재은・배길수’로 표기]

이전오,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조세

연구》 제3집, 2003. 9.[‘이전오’로 표기]



- vii -

이준봉,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비교사법》 제12권 제3호(통권 제

3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9.[‘이준봉’으로 표기]

이준섭,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4.[‘이준섭(2014)’으로 표기]

이창우‧고종권‧전규안,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6. 6.[‘이창우‧고종

권‧전규안’으로 표기]

이충상, ““중과실”을“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 중과

실의 광협을 조문 내지 영역별로 다르게 파악할 필요성“, 《저스

티스》 159, 한국법학원, 2017. 4.[‘이충상’으로 표기]

정규언,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KICPA] 회계․

세무와 감사 연구》 통권 제68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9.[‘정

규언’으로 표기]

정태윤, “軍人等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의 制限과 共同不法行爲者의 責

任”, 《민사판례연구》 제24권(XXIV), 박영사, 2002. 1.[‘정태윤’

으로 표기]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국제거

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2014. 7.[‘정홍식’으로 표기]

조상규,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

한 소고”, 《동아법학》 (5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조상규’으로 표기]

천경훈, “재무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한 상장회사 理事의 責任과 ‘상당한 

주의’ 抗辯”,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 제42호), 한국

증권법학회, 2017. 8.[‘천경훈’으로 표기]



- viii -

최광선,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143호, 한국법학원, 2014. 8.[‘최광선(2014a)’으로 표기]

______,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있어서 다수당사자 소송형태의 개선방향 

-미국 FRCP에 규정된 impleader의 도입을 중심으로-”, 《안암법

학》45권, 안암법학회, 2014.[‘최광선(2014b)’으로 표기]

최문희, “증권관련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 도입에 관한 소고: 도입여부와 

추가부담재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6권 제

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5. 6.[‘최문희(2005)’로 표기]

______,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

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저스티

스》 제144호, 한국법학원 , 2014. 10.[‘최문희(2014)’로 표기]

한국상장회사감사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2007. 3.[‘한국

상장회사감사회’로 표기] 

한수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6. 2.[‘한수진’으로 표기]

한태일, “민법 제760조의 해석과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검토 - 대

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경희법학》 제51

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6.[‘한태일(2016a)’으로 

표기]

______,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법학논총》 29(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한

태일(2016b)’으로 표기]

______, “손해배상범위 제한 제도들의 정합적 활용을 위한 검토 - 공동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5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



- ix -

구원, 2016. 11.([‘한태일(2016c)’으로 표기]

허유경, “인수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게이트키퍼 책임을 중심으로 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2. 2.[‘허유경’

으로 표기]

2. 외국 문헌

  가. 단행본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1965.[‘American Law Institute(1965)’으로 표기]

_____________________,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1979.[‘American Law Institute(1979)’으로 표기]

_____________________,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2000.[‘American Law 

Institute(2000)’으로 표기]

_____________________,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Liability 

for Economic Harm』, Tentative Draft No. 2., 2014.[‘American 

Law Institute(2014)’으로 표기]

Landes, William M. and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1987.[‘Landes and Posner(1987)’으로 표기]

W.V.H. Rogers(Ed.), 『Unification of Tort Law: Multiple Tortfeasor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W.V.H. Rogers’로 표기]

  나. 논문 및 발표문



- x -

Alexander, Janet Cooper, “Do the Merits Matter? A Study of Settlements 

in Securities Class Actions”, 《Stanford Law Review》 Vol.43(3), 

1 February 1991.[‘Alexander’로 표기]

Avery, John W. Avery,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 The Long and 

Winding Road to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The Business Lawyer》 vol. 51, February 

1996.[‘Avery’로 표기]

Barker, Kit and Jenny Steele, “Drifting Towards Proportionate Liability: 

Ethics and Pragmatics”, 《Cambridge Law Journal》 74(1), March 

2015.[‘Barker and Steele’로 표기]

Bohlen, Francis H. Bohlen, “Contribution and Indemnity Between 

Tortfeasors”, ≪Cornell Law Quarterly≫ Vol. 22 Issue 4(June 

1937)[‘Bohlen’으로 표기]

Carangelo Robert F., Paul A. Ferrillo, David J. Schwartz and Matthew D. 

Altemeier(Weil, Gotshal & Manges LLP), “The 10b-5 Guide – A 

Survey of 2010-2011 Securities Fraud Litigation�, September 

2012.[‘Carangelo, Ferrillo, Schwartz and Altemeier’로 표기]

Coffee, John C., "Gatekeeper Failure and Reform : The Challenge of 

Fashioning Relevant Reform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84, Issue 2, April 2004.[‘Coffee(2004)’로 표기]

               , "The Attorney as Gatekeepers: An Agenda for the 

SEC", 《Columbia Law and Economic Working Paper No. 221》, 

April 2003.[‘Coffee(2003)’로 표기]

Davis, J.L.R., “Proportionate Liability: Proposals To Achieve National 



- xi -

Uniformity”(Canberra 2009)[‘Davis’(2009)로 표기]

____________, Inquiry into the Law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port 

of Stage 2(Commonwealth of Australia, 1995)[Davis(1995)로 표기]

Eggen, Jean Macchiaroli, “Understanding State Contribution Laws and 

Their Effect on the Settlement of Mass Tort Actions”, ≪Texas 

Law Review≫ Vol.73 No.7 (June, 1995)[‘Eggen’으로 표기]

Elser, Wils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 a 50-State Survey”, 2012. 

11.[‘Elser’로 표기]

Eyal, Nili Karako-, “Setting a Statutory Cap on Auditors' Liability: What 

Method Should Be Used?”, 《Rutgers Business Law Review》 Vol. 

10 No. 1, 2013.[‘Eyal’로 표기]

Gifford , Donald G. and Christopher J. Robinette, “Apportioning Liability 

in Maryland Tort Cases: Time to End Contributory Negligence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Maryland Law Review》 Volume 

73 Number 3, 2014.[‘Gifford’로 표기]

Hansmann, Henry and Reinier Kraakman, “Toward Unlimited Shareholder 

Liability for Corporate Torts”, 《Yale Law Journal》 Vol. 100, 

No. 7., May 1991.[‘Hansmann’으로 표기]

Horan, Tony, "Proportionate Liability: Towards National 

Consistency"(Report for National Justice C.E.O.s, September 

2007)[‘Horan’으로 표기]

Jose, Candida P.,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Disproportionate Liability Imputed to Accountants”,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Vol. 27, No. 2, 2002.[‘Jose’로 표기]



- xii -

Kadous, Kathryn,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and Consequence 

Severity on Juror Evaluations of Auditor Responsibility for Plaintiff 

Losses’, 《The Accounting Review》 75(3), 2000.[‘Kadous’로 

표기]

Kraakman, Reinier H., "Gatekeepers : The Anatomy of a Third-Party 

Enforcement Strategy",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 2, Issue 1, Spring 1986.[‘Kraakman’으로 표

기]

Landes , William M. and Richard A. Posner, “Joint and Multiple 

Tortfeasor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9, Issue 3, June 1980.[‘Landes and Posner(1980)’로 표기]

Langevoort, Donald C. “The Reform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Proportionate 

Liability, Contribution Rights and Settlement Effect”, 《The 

Business Lawyer》 Vol. 51, No. 4 , August 1996.[‘Langevoort’로 

표기]

Laster, J. Travis and Michelle D. Morris, “Breaches of Fiduciary Duty 

and the Delaware Uniform Contribution Act”, ≪Delaware Law 

Review≫ Vol.11 No.2, (2010)[‘Laster’로 표기]

Law Commission - Te Aka Matua o te Ture, “R132 Liability of Multiple 

Defendants”, Wellington, New Zealand, June 2014.[‘Law 

Commission’으로 표기]

Leflar, Robert A., “Contribution and Indemnity Between Tortfeaso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81 

(1947)[‘Leflar’로 표기]



- xiii -

Leibman, Jordan H. and Anne S. Kelly , “Accountants’ Liability to 

Third Parties f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The Search for a 

New Limiting Principle”,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 

Vol.30, Issue 3, November 1992.[‘Leibman and Kelly’로 표기]

Mednick, Robert and Jeffrey J. Peck, “Proportionality: A Much-Needed 

Solution to the Accountants' Legal Liability Crisis”, 《Valparaiso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28 Number 3, Spring 

1994.[‘Mednick and Peck’으로 표기]

Polinsky, A. Mitchell and Steven Shavell, “Contribution and Claim 

Reduction Among Antitrust Defendants: An Economic Analysis”, 

≪Stanford Law Review≫ Vol. 33, No. 3 (Feb., 1981)[‘Polinsky 

and Shavell’으로 표기]

Pressler, Larry and Kevin V. Schieffe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 

Case for Reform”,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Vol. 64, 

Issue 4, 1988.[‘Pressler and Schieffer’으로 표기]

Schwartz, Donald E., “In Praise of Derivative Suits: A Commentary on 

the Paper of Professors Fischel and Bradley”, ≪Cornell Law 

Review≫ Vol. 71, Issue 2, 1986.[‘Schwartz’으로 표기]

Steenson, Mike, “Recent Legislative Responses to the Ru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rt and Insurance Law Journal》 Vol. 23, 

1988.[‘Steenson’으로 표기]

Steinberg, Marc I. and Christopher D. Olive, “Contribution and 

Proportionate Liability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in 

Multidefendant Securities Litigation after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SMU Law(Southern Methodist 



- xiv -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Review》 Vol. 50, No. 1., 

1997.[‘Steinberg and Olive’로 표기]

Wade, John W., "Shoul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be Abolished?”, 《American Journal of Trial 

Advocacy》 Vol.10(2), Fall(10.2.), 1986.[‘Wade’로 표기]



- i -

Abstract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Cha, Yuna.

Law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was 

introduced. However, it has not yet been utilized much in practice. The 

proportional liability is in the opposite of imposing a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o joint tortfeasor.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burdening 

the danger of insolvency on misfeasors. The proportionate liability 

reduces the liability of unintended defendants by making them only 

responsible for their own proportion of liability.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liability.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limit the liability in certain c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udit work and reputation capital. If it 

is possible to define areas requiring the liability limits,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roduc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and stipulate 

concrete provis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al stability. 

  The countries that have enac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have taken various measur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valu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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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chapter 4 and later chapters will 

focus on how to operate the current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It is desirable not to apply the proportionate liability to directors, 

statutory auditors, members of an audit committee, and underwriters, 

but to apply other gatekeepers.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for those who have gross negligence in relation 

to the reasons attributable, and the standards of gross negligence were 

examined using fact relevance shown in verdicts. One of the principles 

is not to apply the proportionate liability to the public disclosure in the 

issue market.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o apply 

proportionate liability to the liability for a company and to the civil 

law, and the effect of proportionate liability exclusion by contract.

  The liability proportion is the basis of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proportion.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ternal burden ratio within the joint misfeasors. It is not an issue 

if the joint misfeasors are solely composed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proportion. However, when there are people collectively 

responsible for it, the sole responsibility of a person depends on the 

exercise of contribution. Additionally, factors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liability proportion were examined. Regarding the exercise of 

contribution, a person who basically repaid more than his or her liable 

portion can always exercise contribution(even an intentional doer can 

exercise it unless it is against the trust and good faith rule). In the 

case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proportion, it basically follows 

the mandate and the management and affairs. Moreover,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obligators for additional recompense exercise 



- iii -

the right to indemnity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ights of recourse 

associated with joint liability as a joint misfeasor. Therefor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obligators for additional recompense 

have a scope of contribution different from people responsible for the 

proportion. When some perpetrators reconciled with the victim, it is 

desirable to allow exercising the right to contribution among the 

misfeasors based on the liability proportion between joint misfeasors. 

However, the victim shall not receive more than the loss of him or 

her.

  Lastly, this study argued that it would be needed to definitize the 

additional recompense provisions. This study also presumed multiple 

cases that has proportionate issues with a precedent for some joint 

misfeasors and different later verdicts for other joint misfeasors and 

evaluated the excessive recompense prohibition of the US and Australia,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defendant addition 

system, and the form of formal adjudication. 

keywords :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gatekeeper, liability ratio, 

contribution, reconciliation, and excessive recompense 

prohibition

Student Number : 2015-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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