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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실제 재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들을 유

형별로 분석하여 실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실질적 의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는 일본의 1950년 상법 제266조의3

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에서 오랜 기간 활발

한 법적 논쟁을 거쳐 법리가 자리 잡게 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401조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만큼이나 그 구체적인 기준도 아

직까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

근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범주 내에서 통일적 해석을 시도하는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401조의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어떠한 견

해를 취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에 있다

고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법 제401조의 책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임무해태의 위

법성을 요구하면서, 제3자의 손해에는 간접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

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의 손해에 간접손해가 포함되는

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가 회사의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즉 ‘초과손

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충분한 설득력

이 있다.

상법 제401조 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을 제3자에 대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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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형태, 이사의 임무해태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

화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하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401조의 책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간접손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사

의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는 그 입법 취지와 다르게 상법 제401조가 운

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실무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불

법행위책임과 구별되어 상법 제401조가 적용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상법 제401조는 사전에 이사의 무분별한 업무

집행을 통제하고 회사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제3자의 권

리구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므로, 초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회사가 도산 직전 상태에 이른 경우 등에 대해서

는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손해나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도 구

체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등으로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좀 더 구체

적이고 명확한 기준 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요어 :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 상법 제401조 책임의 본질, 상법 제401조의 적

용 유형

학 번 : 2016-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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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 상법은 제401조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이사와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한다는 점1)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

다. 따라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상법

제399조 제1항), 이를 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 제정 상법

에서부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있었음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찾아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회사가 차지했던 영향

력과 비중에 따라 직무집행을 담당했던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양해

1) 종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대립하였다. 선

관주의의무를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1998년 개정 상법에 충실의무(제382조의3)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실질적인 논의의 실익은 거의 상실되었다. 신인의무

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건식,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 이

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상 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2. 1.),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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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현실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2) 한편으로는 현실

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도입된 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고도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

하는 소송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도 상법 제401조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비중도 높지 않다. 더욱이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문

제되는 사안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는 더욱 찾기 어

려운데,3) 이러한 사정은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그 존재 의

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많

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다양해진

지금까지도4) 상법 제401조의 활용도나 책임 인정 비율에서 별다른 변화

2)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스티스 통

권 제90호 (2006. 4.), 111.

3)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기인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오히려 상법 제401조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반

감된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로 아래 [표 1](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회사(법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식회사 형

태가 약 95%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더욱 증대

되고 있다.

종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식회사
611,641
(94.82%)

660,081
(94.91%)

702,998
(94.97%)

747,882
(94.98%)

796,582 
(95.06%)

유한회사
29,279
(4.54%) 

31,258
(4.49%)

33,169
(4.48%)

35,519
(4.51%)

37,434
(4.47%)

[표 1] 법인종류별 최근 5개년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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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상법 제401조의 실질적 의의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상법 제401조의 입법 목적,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상법 제401조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

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하급심 판례들이 집적된 현 상황에서 실제 사안들을 대상으

로 상법 제401조의 활용 현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실무

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실제 재판에서 문제된 사안들을 분석하여 상법 제401조의

실질적 의의와 시사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라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점·개선점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상법 제401조의 입법 목적과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 목적을 확정해야 그에 따라 상법 제401

합자회사
3,318

(0.51%)
3,241

(0.47%)
3,164

(0.43%)
3,122

(0.40%)
3,080

(0.37%)

합명회사
823

(0.13%)
865

(0.12%)
884

(0.12%)
915

(0.12%)
912

(0.11%)

총계 645,061 695,445 740,215 787,438 83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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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

사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상법 제401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각각의 책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우리 법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어떤 요건과 상황 속에서 인정되어 왔는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한다면 실무상 상법

제401조가 그 입법 목적에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법 제401조의 실질적

의의와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상법 제401조의 실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상법 제401조의 입법 목적과 법적 성질에 대해 검

토한다. 현재 우리 상법 제401조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

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이 계수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상

법의 입법 연혁과 그 취지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 후 비

교법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상법 제401조

의 책임의 본질에 대해 학설과 판례가 전개하여 온 논의를 살펴봄과 동

시에 그 입법 목적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실제

재판에서 문제된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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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각각의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보여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책임규정

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비교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을 실제 분

석해본다. 하급심 판례들을 제3자에 대한 침해 및 이사의 임무해태 형태

에 따라 유형별로 묶어 분류해보고, 각각의 유형별로 그 성립요건이나

그와 관련한 실무운영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상법 제401조가 가지는 실질적 의의는 무엇인지 도출

해본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하급심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현재 상법 제401조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

안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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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

제1절 개관

상법 제401조는 1962년 제정 상법에서부터 도입되었는데, 문언만으로

는 입법 취지나 책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제정 상법 제401조 제1항

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를 책

임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을 왜

제3자에게까지 부담하는지, 경과실 책임은 왜 제외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규정 자체만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도 문

구가 일부 수정되었을 뿐 위와 같은 요건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상법

개정 전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상법 제401조

의 입법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법 제정 당시 위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다만

비교법적으로 일본 상법이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제정 상법은 당시 일본 상법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받았고5) 특히 상법

제401조는 일본의 1950년 개정상법 제266조의3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6) 먼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본 상

5)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22; 1962년 제정 상법은

191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의용상법(1899년 일본 상법

이 기초가 되었다)과 기본골격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그중 회사편은 일본 상

법을 모방하면서 일부 규정만을 수정한 것이었다[임홍근, “상사법제의 변천

–그 평가와 전망”, 법제연구 제15호, 한국법제연구원 (1998), 15-20 참조].

6)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스티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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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연혁과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후 다른 나라

에서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 상

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일본 상법 규정의 연혁7)과 입법 취지

1. 1890년 일본 상법 제정 이전

일본에서는 1890년 상법이 처음 제정되기까지 여러 초안이 존재하였

다. 회사법 제정을 위한 첫 시도로 마련된8) 1875년 일본 내무성의 ‘회사

조례’ 초안은 회사를 책임의 한도에 따라 보증유한회사와 책임무한회사

로 나누고 보증유한회사의 대표자 또는 지배인 등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상법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후 1881년

일본 내무성이 다시 마련한 ‘회사조례’ 초안은 회사를 합명회사와 주식회

사로 나누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이사 기타 임원이 본

권 제90호 (2006. 4.), 113; 오수근⋅장우영,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

석론”, 사법연구 7집 (2002), 9.

7) 이에 대해서는 오수근⋅장우영,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사법

연구 7집 (2002), 9-12;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21), 7-66; 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

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198-222를 참조하였다.

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向井健, “明治8年·内務省「会社条例」草案: 明治前

期商法編纂史研究(三)”, 法学研究: 法律·政治·社會 44巻 9号, 慶応義塾大学法

学研究会 (1971. 9.), 80-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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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또는 사칙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 행한 사건에 의해 회사에 손

해가 생긴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제116조)고 규정하였는데, 마찬가지

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881년 4월 사법성 법률고문이었던 독일인 헤르만 뢰슬

러(Hermann Roesler)에게 상법 초안의 기초를 맡겼는데, 뢰슬러가 1884

년 완성한 초안(이하 ‘뢰슬러 초안’이라 한다)은 ‘이사[주주 중에서 선임

되었다(제219조)]는 회사에 대해 스스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정관 및

회사의 결의를 준수하는 것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고 규정(제227조)

하는 한편, ‘회사의 의무에 관하여 이사가 부담할 책임은 각 주주와 다르

지 않다. 단 정관에 이사가 그 재임 중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퇴임 후 1

년이 지나는 때까지는 무한 및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228조)하였다. 뢰슬러는 위 규정이 1867년 영국 회사

법과 마찬가지로 경솔한 회사의 경영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고 회사의 이

익을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실효성 있게 결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는데,9) 이는 결국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회

사의 이익과 주주인 이사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는 점에서 현행 일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과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르다.10)

2. 1890년 일본 상법

9) H. Roesler, “Entwurf eines Handels-Gesetzbuches für Japan mit

Commentar”, Band 1, 1884, 326 참조, 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

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01에서 재인용.

10)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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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슬러는 법률취조위원회(法律取調委員會)의 수정을 거친 초안을 기초

로 1888년 10월 상법 초안을 다시 완성하였고, 상법 초안은 1890년 4월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었다.

1890년 일본 상법은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2개의 조문을 두었다. 제

188조에서 ‘이사는 그 직분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정관 및 회사의 결

의를 준수하는 것에 관하여 회사에 대해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

하고, 제189조에서 ‘이사는 회사의 의무에 관하여 각 주주와 다르지 않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재임 중 발생한

의무에 관하여 이사가 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뜻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그 책임은 퇴임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

한 규정들은 뢰슬러 초안 제227조 및 제228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뢰슬러가 의도한 바와 같이 이사가 영업상 경솔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와 이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

고, 제3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11)

3. 1899년 일본 상법

1899년 3월 9일 상법 수정안이 법률 제48호로 공포되어 1899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1899년 일본 상법은 1890년 일본 상법에서 이사의 책

임에 관하여 규정한 제188조를 폐지하는 대신 제177조에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라

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1항).

이 규정은 그 행위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의를 진술하고 감사에게 그

뜻을 통지한 이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고 규정하였다.12)

11)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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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일본 상법 제177조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여러 국가의 규정을 참조한 것인데,13)14) 그 입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1890

년 일본 상법 제188조를 폐지하는15) 한편 이사의 행위가 주주총회의 결

의에 따른 것일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 제177조 제1항을 규정하고,16) 다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

에 반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까지 제3자에 대

12) 1899년 일본 상법 제177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현행 일본 회사법 제429조 제1항에 대응하는 최초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21), 16].

13)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46. 나아

가 1899년 일본 상법 제177조가 참조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대해서는, 이

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

양대학교 (2021), 18-21 및 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05-209

참조.

14) 1890년 일본 상법 제177조 제1항은 입법 과정에서 참조한 다른 나라 규정

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불법행위책임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67

참조].

15)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62.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연한’ 이유 내

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입법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사의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원

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21), 16-17].

16)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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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제177조 제2항을 두게 된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17)

4. 1911년 일본 개정상법

1899년 일본 상법을 보완하기 위해 1911년 개정되어 법률 제73호로

공포·시행된 일본 상법은, 1899년 일본 상법 제177조 제1항과 같은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는 규정을 제177조 제2항에 두는 한편, 제177조 제1항에서 ‘이사

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1899

년 일본 상법 제177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임무를 게

을리한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연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이사의 책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른 것이어서,18) 결국 이

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 보호의 결과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9)20)

17)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21), 17.

18) 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

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10-211.

19) 한편, 1911년 일본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 제177조 제2항을 둘러싸고 이사

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소규모

폐쇄회사의 난립으로 회사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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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38년 일본 개정상법

1938년 일본 개정상법은 1911년 일본 개정상법 제177조의 문언을 일

부만 수정하여 제266조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1911년 일본 개정상법 제177조에 관한 입법 취지나 해석론도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계속 유지

할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로 인

해 회사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이른바 간접손해를 위 규정에 의해 규율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11년 일본 개

정상법 제177조 제2항을 법정책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의 등장배경에는, 1897년 제정된 독일 신상법 제241조 제4항(‘제3항의

경우 회사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한, 회사채

권자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상의무는 회사가 배상청구권을 포

기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포

기되지 않는다.’)에서 규정한 ‘이사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간접소권’에 대응하

여 1911년 일본 개정상법 제17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법인

격부인 내지는 책임재산보전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하였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12-213 참조].

20) 당시 일본 최고법원인 대심원도 1911년 일본 개정상법 제177조 제2항을 간

접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는 규정으

로 해석하였는데, 1926년 1월 20일 대법정 판결(最大判大正15年1月20日民集

5券115頁)은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회사의 자력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제3자는 그 권리의 만족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직접의 청구권을 제3자

에게 부여한 것이 위 조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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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1950년 일본 개정상법

1950년 일본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1938

년 일본 개정상법 제266조 제2항)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1938

년 일본 개정상법 제266조 제1항)과 완전히 분리하여 제266조의3 제1항

으로 규정하였다(그에 따라 제266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을 규

정하게 되었다). 1950년 일본 개정상법 제266조의3 제1항 전단은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

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21)고 규정하여, 이

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현재의 규정과 같이 정리되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1950년 상법 제266조의3 제1항

전단은 1938년 상법 제266조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는 요건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로 변경되었는바, 책임의 원인이 되는

객관적 요건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뿐만 아니라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

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도 포함하게 되어 현저히 확장된 반면, 주관

적 요건은 경과실을 제외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어 축소되

었다.

한편, 1950년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1911년

일본 상법에 신설된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당시 제142조의2

제2항)22)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통설과 판례23)는 위 규

21) "取締役ガ其ノ職務ヲ行フニ付悪意又ハ重大ナル過失アリタルトキハ其ノ取締役
ハ第三者ニ対シテ モ亦連帯シテ損害賠償ノ責ニ任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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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사의 책임을 무겁게 하여 제3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고 해석하였다.

7. 현행 일본 회사법

1950년 일본 개정상법 제266조의3 제1항 전단은 그 후 1974년, 1981년

상법 개정 시에도 특별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005년 일본 회

사법 제정 시 그 적용대상을 임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제429조 제1항24)

22) 1911년 일본 상법 제142조의2 제2항은 ‘발기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있는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38년 및 1950년 상법 개정 시 제193조

제2항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비교법

적으로 우선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연혁적·비교법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

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19].

23) 최고재판소 1969년 11월 26일 대법정 판결(最大判昭和44年11月26日民集23券

11号2150頁)의 다수의견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

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

를 입혔다고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은

주식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활동은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 집행에 의존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3자 보호의 관

점에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결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직접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묻지 않고 해당

이사가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위 판례 이후 일본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입장에 근

거하고 있다.

24) "役員等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役
員等は、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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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현행 회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8. 소결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 상법 제177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유한책임을 기초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무한책

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11년 개정된 상법 제177조는 소규모 폐쇄회사의 난립에 따라 피해를

보는 회사채권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3자 보호를 도모하였고, 이어서 1950년 개정상법 제266조의3 제1항도

위와 동일한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 강화를 통한 제3자

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

임 규정이 처음 등장하여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그 시대

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제3자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책임의 법적 성질

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도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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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른 나라의 입법례25)

1. 독일

독일 주식회사법(AktiengesetZ)에 따르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제93조 제2항)26),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채권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 대

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3조 제5항).27) 따라서

25)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14-26; 이원해, “이사의 제3자

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2.),

67-124 참조.

26) 독일 주식회사법 제93조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② 그 직무상 의무를 위

반한 이사회 구성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신중하고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

는 경우 입증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 93 Sorgfaltspflicht und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⑵ Vorstandsmitglieder, die ihre Pflichten verletzen, sind der Gesellschaft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als Gesamtschuldner

verpflichtet. Ist streitig, ob sie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gewandt haben, so trifft sie die

Beweislast.』

27) 제93조 ⑤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회사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한 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이외의 경우에는 이사가 신

중하고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제2항 두 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채권자에 대한 배상의무는 회사의 포

기 또는 화해에 의해 취소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치가 총회에서 채택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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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의 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회사채권자가 회사 재산에서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이 경우에도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인

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해석된다).

2. 프랑스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은 유한회사28)와 주식회사29)에 관하

의에 기초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자산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산 관리인 또는 감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채권자

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93 ⑸ Der Ersatzanspruch der Gesellschaft kann auch von den Gläubigern

der Gesellschaft geltend gemacht werden, soweit sie von dieser keine

Befriedigung erlangen können. Dies gilt jedoch in anderen Fällen als

denen des Absatzes 3 nur dann, wenn die Vorstandsmitglieder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gröblich

verletzt haben; Absatz 2 Satz 2 gilt sinngemäß. Den Gläubigern

gegenüber wird die Ersatzpflicht weder durch einen Verzicht oder

Vergleich der Gesellschaft noch dadurch aufgehoben, daß die Handlung

auf einem Beschluß der Hauptversammlung beruht. Ist über das

Vermögen der Gesellschaft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so übt

während dessen Dauer der Insolvenzverwalter oder der Sachwalter das

Recht der Gläubiger gegen die Vorstandsmitglieder aus.』

28) Article L223-22

Les gérants sont responsables, individuellement ou solidairement, selon le

cas, envers la société ou envers les tiers, soit d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applicables aux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oit des violations des statuts, soit des fautes

commises dans leur 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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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사 등은 법령상의 규정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집행 상 과책

(faute)을 범한 경우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책

임을 지고, 수인의 대표자가 공동 가공한 경우 법원이 각 대표자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기여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

리 상법 제401조와 유사한데, 프랑스 판례상 회사에 대한 책임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30)

3. 영국

영국에서 회사는 구성원과 구별되는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른

바 인공적인 사람(an artificial person)으로 파악되고,31) 의사결정 및 그

실행은 자연인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사를 회사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관

계에서 그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사가 그 직무집

Si plusieurs gérants ont coopéré aux mêmes faits, le tribunal détermine la

part contributive de chacun dans la réparation du dommage.

29) Article L225-251

Les administrateurs et le directeur général sont responsables

individuellement ou solidairement selon le cas, envers la société ou envers

les tiers, soit d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applicables aux sociétés anonymes, soit des violations des

statuts, soit des fautes commises dans leur gestion.

Si plusieurs administrateurs ou plusieurs administrateurs et le directeur

général ont coopéré aux mêmes faits, le tribunal détermine la part

contributive de chacun dans la réparation du dommage.

30) 이동진,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제22권 4호 (2015. 11.), 1587.

31) Davies, Gower'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London: Sweet &

Maxwell (UK) (201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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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

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법상의 대리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본인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을 질뿐이고,32) 대리인에 불과한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

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이사도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33) 이는 직접적

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 상법 제401조와는 그

논의를 달리한다.

4. 미국

이사는 회사채권자 또는 제3자와는 아무런 당사자관계(Privity)가 없

으므로,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한 행

위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신인관계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편,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

의 신인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사

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파산, 사기, 법률위반 등의 특별한

32) 이강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5권 1호

(1994), 106.

33)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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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의무 이외에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다.34)

제4절 상법 제401조 책임의 본질

1. 서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사가 제3자

와 직접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

3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이다. 그런데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은 이러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범주에서 벗어난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이 그 성립요건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

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수임인의 지위에 있을 뿐 제3자와는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은 바 없고,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회

사의 직접적인 행위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책임 발

생 원인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 제1항35)이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와는 그 성

34)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1. 2.),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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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

데, 그와 같은 견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해석하는 관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대한 이론적·논리적 접근 방식에

따라 소멸시효, 과실상계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운

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학설

가. 법정책임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제3자 보호를 위해 민법상의 일반불법

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책임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36) 이 견해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으나, 주식

35) 현행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62년 제정 상법 제401조

제1항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

정한 것을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문구만을 개정한 것으로, 기

본적인 법리에는 변화가 없다[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4),

178].

3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69; 임재연, 회사법(개

정2판), 박영사 (2014), 479; 최기원, 상법학신론(제16판), 박영사 (2006),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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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활동은 회사의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직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37) 이 견해에 따르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그 요건을 달리하므로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요구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과 경합할 수 있고,38)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자신의 임무해태에 대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며,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은 요구하지 않는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

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 직접손해 어느 것

이나 포함된다고 본다.39) 또한 제3자에는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도

37)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69.

38)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원고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자

이에 대해 이사인 피고들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에 대한 특칙으로서 위 피고들이 회사에 대해 임무해태를 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상법 제401조는 그 규정 취지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가 제3

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과

실에 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도

록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

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이상 상법 제401조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20935 판결).

39) 기본적으로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수정하는 견해들(이른

바 수정법정책임설)도 제기된다. 첫 번째 견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적

용범위를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에 한정하고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일반불

법행위책임에 의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위 규정은

채권자대위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으로 채권자의 간접손해의 경우

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제3자의 간접손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와 같이 회사의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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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으로 10년의 기간이 적

용된다.

나. 불법행위특칙설40)

없어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

해 상법 제401조 제1항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견해는 상법 제401

조 제1항의 규정을 불법행위책임과는 성립요건이 다르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경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제3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간접손해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 직접손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가해행우에 대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수정법정책임설을 주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 수정법

정책임설의 내용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수근⋅장우영,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사법연구 7집 (2002), 4-5; 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49-50; 서세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8집 (2000), 210-211; 이원해, “이사

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2.), 144-147 참조.

40)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특칙설을 주장하는 학자를 찾아보기 어려웠

으나, 최근에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성질을 불법행위특칙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황남석, “상법

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30-231;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2.), 161-164]. 위 견해

에 따르면, 연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을 불법행위책임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 이

사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충분

히 구제받을 수 있고, 간접손해의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제도 또는 주주대표

소송 등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일반 민사법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1조가 법인격부인 법리의 대체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만, 위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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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같다

고 보고 복잡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회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

하여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본다. 이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

법 제401조의 입법취지를 이사 등 회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경감

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상법 제401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불법

행위책임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하여 존재

하여야 하며, 제3자에는 주주를 포함하고,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한

한다고 본다. 이 책임에는 당연히 민법 제766조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의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

763조,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 특수불법행위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지

만,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불법행위와는 다른 요건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본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은 이

사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아닌 오직 회사에 대

들도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근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

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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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무해태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한 것이라

고 해석한다. 이 견해는 개별 쟁점에 따라 서로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는

데,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41)

1) 제1설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

법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특수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책임이

라고 보는 견해이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요건과는 관계없이 상법 제

40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그 책임이 성립하고(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 것으로 본다), 민법상의 권리침해 또는 불법행

위로서 위법성도 요구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직무를 행

함에 있어 존재하면 충분하지만,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책임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이 견해는 책임원인과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제3자의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를 포함하고,

제3자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경

합을 인정한다(이러한 점에서는 법정책임설과 유사하다). 민법의 불법행

위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및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도 인정한다.

41) 서세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8집

(2000), 212-214; 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50-52; 이

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21. 2.), 151-155 참조.

42) 우리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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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제3자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대량의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는 입장

에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제1설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

무해태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견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부정하고, 채권자의

직접손해, 간접손해 및 주주의 직접손해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며, 주

주의 간접손해는 주주대표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예, 과실상

계 등)의 적용을 인정하나, 제3자 보호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는 측면에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제3설43)

43)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데[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54-55], 이 견해는 통설인 법정책임설에

대해 책임의 기초 또는 성질이 불분명하다는 점, 성립요건이 다른 손해를

임무해태라는 하나의 요건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여 이론구성상 난

점이 있다는 점, 이사의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면

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책임

으로 구성하되 제3자의 보호 필요성,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성립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간접손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과대한 적용범위의 한계를 획정하고 균형에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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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같이 계약관계가 없

는 당사자 사이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사의 책임 강화라는 취

지에서 주관적 요건은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면 충분하다는 점에 특

수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

정하고, 그밖에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들(예, 과실상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손해의 범위를 채권자의 간접손

해로 한정하고(다만,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된다고 본다),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

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

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

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

호하고자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

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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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

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44)45)46)47) 나아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기

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4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45)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① 일단 법정책임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법한 사정’ 또는 ‘위법성’을 책임성립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법정책임설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회사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제3

자의 특별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책임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③ ‘위법한 사정 또는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법정책임설보다는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④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수불법행위책임설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견해, ⑤ 법정책임설에 불법행위책임설적인 요소가 가미된 입장을 취

하고 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90호 (2006. 4.), 120].

46)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와 회사에 대하

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한 것과 관련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위 규

정과 함께 상법 제401조를 함께 설시한 것은 상법 제401조 해당 행위가 불

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는 견해가 있다

[김건식,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

으로-”, 민사판례연구 제16집 (1994), 308-309].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합391 판결에서는,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법정책임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면서, 그 이행을 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

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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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

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

였다.48)

4. 검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그 입법 취

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법체계

범주 내에서의 통일적 해석 시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이사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401조

의 책임을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포섭하여 논리적·통일적 해석이 가능한

지 문제되는 것인데,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설이 기본적으로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기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범주에서 가능한

한 체계적인 해석을 시도한 반면, 법정책임설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요건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이를 상법이 정한 특수한 책임이라고 인정하

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설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책임구조를 유지하고 법체계적인 해석을 시도

4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

다6557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

원은 제3자가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이 정하는 단

기소멸시효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

고 2006다82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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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이 이

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

을리할 것을 그 요건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책

임의 토대 위에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이 유지되기 어려워 결국 위

견해들도 세부 항목에서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 불법행위특칙설을 제외

하고는 모두 제3자 보호에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전

제에서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여부,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에서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책임설 불법행위특칙설
특수불법행위설

제1설 제2설 제3설

입법 취지 제3자 보호 이사 보호 제3자 보호

불법행위책임과

의 경합 여부
○ × ○ × ○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 ○ × ○

주주 간접손해 

포함 여부
○ × ○ × ×

[표 2] 상법 제401조 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 비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기존의 손해배상책

임 발생원인의 범주 내에서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는 논리적·체계적 설명

이 쉽지 않다(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설도 입법 취지 등에 맞추

어 그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꾸어 먼저 입법 취지

를 확정하는 것이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상법을 제정하면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인



- 31 -

1950년 일본의 개정 상법 제266조의3 제1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그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데, 이에 관한 일본의 입법연혁을 검토해보면 위 규정은 제3자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우리나라가 이사의 제3자

에 대한 책임 규정을 받아들일 당시 그 입법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변천에 영

향을 미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연

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이

사의 회사기관으로서의 역할,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손해발생의 규모, 제3자 손해 전보의 회사의 자력 유무에의 의존

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입법 취지가 제3자 보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의 경과실에 의한 책임을 면제하는 불법행위

특칙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 책임의 입법 취지가 제3자 보호에 있다고 본

다면,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자 보호에 가장 충실한 견해는 법정책

임설이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대한 법체계적인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이상 결국 제3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장 잘 기능

할 수 있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상법 제401

조 제1항이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이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적용의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이 기본적으

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따르면서도 위법한 사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

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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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일본, 프랑스 등에서

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인데, 특히 일본에서 그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상법 규정을 계수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논의가 선행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결국 일본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에 그 입법 취

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이 당시 그 필요성

에 대한 깊은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사회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직무집행을 담당하는 이

사의 위법행위로부터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는,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

는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충실하게 전

보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이는 기본적으로 회사

에 법인격이 부여되어(상법 제169조 참조) 구성원인 사원과 재산이 분리

됨에 따른 논리적 결과이다. 법인격에 의한 재산분리는 회사 재산을 주

주와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이와 달리 회사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권한은 회사의 기관이 가지면서 책임의 주체와 일

49) 법정책임설에 따를 경우 체계적인 이론적 해석을 방치하고 상법 제401조

제1항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에도 자의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2.), 142].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는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다

툼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

적 성질에 관한 견해 대립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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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증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회사가 파산하는

등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에게 책임

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인격부인론의 대체 또는 보완 기능50)

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51) 또한 회사에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이사

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 보증책임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52)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제3자를 가장 두텁게 보

호할 수 있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정책임설에 따

라 상법 제401조 제1항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보호만을 앞세울 경우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회사 재산을 주주와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격리하고

유한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구체적인 요건의 설정과 해석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법정책임설을 기초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0) 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

구 33권 1호 (2014), 188-189.

51)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특히 파산한 경우) 제3자에게는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일 수 있다.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실질적으로 법인격부

인 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영자의 개인재산을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확대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에 따라 이사가

신중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52) 명목상 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사에게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경

우 이러한 보증 기능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오수근⋅장우영, “상법 제401

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사법연구 7집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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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법 제401조 책임의 성립요건

제1절 개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 연대하여53)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 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54)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

450조55)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56) 이

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

한 이사도 그 책임을 부담하고(상법 제401조 제2항, 제399조 제2항),57)

53) 이 경우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임무해태 행위에 관여한 이사들

상호 간에 목적이나 인식 등 주관적 관련성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가 이사들의 책임 강화를 통한 제3자 보호에 있다고

본다면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김형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1), 329].

54) 다만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닌 한 따를 의무가 있

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결의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그 결의

가 통과된 경우에는 그 결의를 실행한 이사에게 임무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274].

55)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참조.

57)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관여한 경우 임무해태 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시·감독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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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01조 제2항, 제399조 제3

항).58)59)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등 여러 효과가 인정된다. 그런데 상법 제401조 제1항60)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문언상 ①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 ②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무해태 등 성립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해석에 맡겨져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요건 이외에 ③ 임무해태

의 위법성, ④ 임무해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요건도 함

께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은 실제 사안에서 이사

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된다[박재윤,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재판자

료 제38집, 법원도서관 (1987), 155].

58) 이와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에까지 추정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59) 이사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

려하여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상법 제399조 제2, 3

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상법 제408조의8 참조).

60) 발기인(제322조 제2항),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제325조), 업무집행관여자(제

401조의2 제1항), 집행임원(제408조의8 제2항), 감사(제414조 제2항)에 대해

서도 상법 제401조 제1항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청산인(제542조 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제567조) 및 청산인(제613조 제2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에게

준용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그 외에 임원이 직

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

5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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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판례도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

와 달리 상법 제401조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제401조 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동안

설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그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

사안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지금까지 판례에 따라 확립된 성립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이후에 살펴볼 상법

제401조 책임의 적용 현황에 관한 유용한 해석 도구를 제공한다.

제2절 책임성립요건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자신의 임무해태를 알았거나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으면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러한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고의와 중과실은

원칙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61) 회사가 위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한 경우 당연히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쉽고,

회사가 실시하는 사업 자체가 적법한 경우라도 그 업무를 집행할 때 필

요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

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939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

210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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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62)

임무해태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는데,6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64)에서와 달리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명

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65) 임무해태의 범위에는 각

종 사기적 거래행위, 부실한 정보의 제공, 회사의 방만한 경영, 회사재산

의 보관의무위반, 감독·감시의무위반, 회사채무의 불이행 등이 포함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법

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무해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판

단의 원칙66)이 적용될 수 있다.

62) 손영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2017), 68-69.

63) 대법원도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가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687 판결). 그 밖에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등 참조.

64)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

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

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5) 임재연, 회사법(개정2판), 박영사 (2014), 479-480.

66)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미국에서 판례와 제도로 발전

해온 법이론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

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

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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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

여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67)

2. 임무해태의 위법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

다는 것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해태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구별되는데, 판례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68) 임무해

태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민법 제750조 참조)69)과는 달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은 그 행위가 위

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

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67)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70 참조; 최기원, 상

법학신론(상) (제16판), 박영사, 2006, 932 참조.

6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다70044 판결 등.

69)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민법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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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판례가 상법 제401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임무해태 행위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

칫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인

책임과 기관 책임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70)71)

한편, 상법 제401조에서 문제되는 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집

행행위이므로, 위법성도 위와 같은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평가에 존재해

야 하는 것으로,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곧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

이행(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임무

해태의 위법성은 채무불이행에서의 위법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72)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무해태의 위법성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존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3)

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있

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

47361 판결 참조).

70)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90호 (2006. 4.), 127-129.

71) 이처럼 임무해태 외에 제3자에 대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는데(각주 45 참

조), 기본적으로 이사의 제3자의 책임을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인정하되

특수불법행위설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

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70].

72) 정응기, “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기업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6. 9.), 49.

73) 안택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저스티스 제33권 3호 (200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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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의 손해

가.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임무를 해태한 이사와 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데,

제3자에 회사채권자나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여기에 해당함에

는 의문이 없고, 주주나 주식인수인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74) 다만 제3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아래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손해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75) 즉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

74) 제3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

한의 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가 전문적인 금융기관이고

그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아예 부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1240 판결 참조).

75) 일반적으로 주주가 직접손해를 입는 경우로, 이사가 특정한 주주의 신주인

수권을 무시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분식결산 등

의 부실표시로 인하여 시세와 다르게 상당한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너

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이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주식을 인

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잃은 경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

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주권을 정

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부당하게 소각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와 달리 회사채권자가 직접손해를 입는 경우로는, 회사

가 파산에 임박한 시기에 이사가 변제 가능성 없이 돈을 차용하거나 대금

지급의 가능성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계약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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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사의 행위로 제3자에게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76) 그런데 간접손해, 즉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에 따라 2차적으로 제3자가 입

은 손해77)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1) 주주의 간접손해

주주의 간접손해(대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회사재산이 감소함으

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

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78))는 이사의 방만한 경영,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손해를 입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76) 주주가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와 회사에 대해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

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

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77) 여기서 말하는 간접손해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간접적 손해와는 구별된다.

즉 민법에서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의 손해, 즉 권리 또는 피보호

법익의 침해 그 자체를 말하고, 간접적 손해란 침해사실이 있은 후에 생기

게 되는 수익의 감소나 경제적인 상실로 말미암아 지출된 부가적 비용과

같이 법익침해의 결과로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말한

다. 그런데 민법에서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의 구별은 현재는 통상 손

해와 특별 손해의 구별이나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문제로 논의되고 양자를

구별할 독자적인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

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129; 황남석, “상

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

구 제39권 제2호 (2020. 8.), 224 참조].

7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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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이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회사의 재산이 증가되면 그 손해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이에 더 나

아가 이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79)

간접손해가 제외된다는 견해는, 간접손해는 주주가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하여 회사가 이사로부터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면 주주의 지분 또는 손해

도 당연히 간접적으로 전보되는데, 이사가 주주에게 배상하더라도 회사

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사는 이중의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고,80) 만약 주주에 대한 배상액만큼 회사에 대한 책임이 소멸

한다고 본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

정(상법 제400조)과 모순되어 손해배상채권이라는 회사재산을 주주가 나

누어갖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회사와 주주 양측으로부터 이사가 동시

에 책임을 추궁당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또한 이사가 주주의 손해를 배상하면 회사재산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직접 배상을

받은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81)82)

79) 간접손해의 포함 여부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오영준, “이사의

횡령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 및 상장폐지와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384-387 참조.

80) 이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에게 그 수취한 간접손해

의 배상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거나 이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제3자

에게 수취한 간접손해 배상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강제할 근거를 찾기 어

렵고, 위와 같은 사안을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포섭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다[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

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8.), 225-226].

81) 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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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간접손해도 포함된다는 견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의 법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주주의 간접손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사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대표소송제도는

그 자격요건이나 담보제공 등의 요건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곤란이 생

길 수 있으므로 주주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이사가 위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상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하여 그 배상액만큼 회사에 대

한 배상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아 이중배상을 면할 수 있는 점, 상법 제

400조는 주주가 결의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주가 배상을 받은 결과 이사의 책임이 소멸하는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간접손해와 직접손해의 구별이 실제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생

길 수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83)84)

구 33권 1호 (2014), 194; 박재윤,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재판자료

제38집, 법원도서관 (1987), 160; 오영준, “이사의 횡령 등으로 인한 주가하

락 및 상장폐지와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상훈 대법관 재임

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383-384; 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

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141.

82) 일본에서도 다수의 견해가 간접손해가 제외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

럽에서도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구 33권

1호 (2014), 194;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141-150 참조].

83) 박재윤,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재판자료 제38집, 법원도서관 (1987),

160-161; 오영준, “이사의 횡령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 및 상장폐지와 주주

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384.

84) 한편 주주의 간접손해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와는 조금 다른 국면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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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견해 이외에도 절충적으로, 원칙적으로 간접손해

에 대해 주주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권자 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중배상의 위험이 없고, 회사에 대한 배상청구나 대표소송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

용하는 견해,85) 폐쇄적인 회사에 한하여 이중배상책임이 없으면서 채권

자의 책임재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간접손해에 대

한 주주의 직접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86)도 제기된다. 그 외에도

주주의 손해가 회사의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에 한하여

주주가 직접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의 손

해와 회사의 손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우선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87)88)도 제기된다.

법 제680조, 제681조에 근거하여 주주의 간접손해와 관련한 이사의 채무불

이행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결과, 주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주주는 이사로부터 직접

적으로 가해행위를 받은 것은 아니나, 이사의 부적절한 경영으로 주가가 하

락하고, 그로 인한 주주의 자산 감소는 이사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것이라

고 한다[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48]. 그러나 이

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

가 부족하고, 위 견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간

접손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85) 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156.

86) 유주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와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증권법연구 제14권 제3호 (2013), 15.

87) 김건식,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

로-”, 민사판례연구 제16집 (1994), 317-324. 이 견해에 따르면, 주주의 초과

손해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상장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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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

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

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9)90)91)92)

주가가 하락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한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회

사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주주가 회사의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되 배상액 중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

사 (2018), 473].

88) 이 견해에 대해서는 주주가 입었다고 하는 초과손해를 회사가 입은 손해와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의 임무해태행위와 주주가 입은 초과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사에게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며(즉 특정 시점

에서의 주가 하락이 이사의 횡령 이외에 투자자의 과민반응이 결합된 결과

라면, 일시적으로 과잉 형성된 주가 하락분 전부에 대해 주주의 손해로 인

정하여 이사에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회사가 파산하였

다고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오영준, “이사의 횡령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 및 상장폐지와 주주의 이

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390-392].

8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

29661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

지 않음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이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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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주가

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

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직접손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90)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은 주주총회나 이

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실계열사들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여 부도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주주가 입게 되는 간접

손해는 상법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일반적으로 기

대되는 충실·선관의무를 위배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이

로 인해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조차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기업경영상 손실을 넘어서는 특별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

하고, 이러한 손실의 원인이 회사 경영진의 명백히 위법한 임무해태행위에

있으며, 그 손실의 규모가 막대하여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도산하

는 등 소멸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고, 따라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

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같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상법 제

401조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

재하는 경우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2나71155)에

서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여 파기되었는데, 그 근거로 ① 회사가 배상을 받으면 자연히 주

주의 손해는 간접적으로 전보되는 것이어서 따로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② 회사가 이사의 책임추궁에 소극적인 경우에

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③ 또한 회

사가 이사에 대해서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주

주가 각자 나서서 배상을 받는다면 회사재산이 주주에 유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위 항소심 판결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까지는 파산법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회사재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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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

주주 아닌 회사채권자가 간접손해를 입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사

가 방만한 경영을 하여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결과 회사에 투자 등

을 한 회사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현재 일본에서의 논의를 차용하고 있을 뿐 주주의 간접손해와 구

별되는 독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직접손해에 한정된다

는 견해, 간접손해에 한정된다는 견해,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를 모두 포

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93)94)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 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소취하

하였다).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73679 판결은 주주인 원고가

회사 이사 등을 피고로 상법 제401조의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

에 이사가 법령위반 및 위임계약상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

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의 잔여재산을 구성하는

데, 이 경우 주주인 원고는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있음을 근거로 ‘직접’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에서

주주가 입은 손해는 결국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 즉 간접손해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의 개념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직접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위 판결은 상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22581 판결에서는, 간접손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채권자가 없어 그 이익을 침해할 염

려가 없고 직접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의 회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간접손해임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3) 대법원은 아직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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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에 한정된다는 견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

과 관련한 불법행위특칙설의 입장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논리적으로 간접손해는 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 견해

에 따르면 간접손해는 채권자대위권,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간접손해에 한정된다는 견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

을 채권자대위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 입장95)에

서, 직접손해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하고,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에 대해서

만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채권자의 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

가 파산한 경우와 같이 그 구제가 어려운 경우나 절차가 번잡한 경우에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

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시(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한 것과 관련하여, 위 판례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주주의 간접손해가 포

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명백하나 나아가 채권자의 간접손해까지 포

함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견해[김용덕, “개인기업적인

회사와 이해관계인들 상호간의 이해조정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10권 (1998. 5.), 591]가 있는 반면, 위 판례는 간접손해

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

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구회근, “이사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저스

티스 제90호 (2006. 4.), 131-132]도 있다.

94) 이하 이 부분과 관련된 견해 대립에 대해서는 박재윤, “이사의 제삼자에 대

한 책임”, 재판자료 제38집, 법원도서관 (1987), 162-163; 서세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8집 (2000), 216-217을 참

조하였다.

95) 수정법정책임설 중 첫 번째 견해에 해당한다. 각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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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를 위해 상법 제401조 제1항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는, 그 손해의 형태

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무해태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

재하는 이상 상법 제40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상법 제401조 제1

항이 제3자의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여 그 보호를 두텁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검토

제3자의 간접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목적

에 제공된 독립된 재산이 구성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환급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간접손해는 일차

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발생하고, 이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 재산을 구성한다.

그런데 간접손해에 대해 제3자가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

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용

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제3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

사채권자에 앞서서 출자를 환급받는 것과 동일하여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에 관하여 보면,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문언상 간접손해가 배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고, 주주와는 달리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해 회사채권자가 직접적·개별적

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

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사채권자와 달리 주주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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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을 받으면 주주의 손해는 자동적으로 전보된다는 점과 ② 간접손

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채권자에 앞서서 주주가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96) 때문에 복잡한 논의를 낳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의 규정상 배

상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간접손해와 직접손해

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97)98) 간접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뒤집기는 어렵다

고 생각된다. 다만, 위 ① 논거는 회사의 손해가 주주의 손해라는 전제에

서 제시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상장회사에서 회사의 경영 부실로 주가

9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72-473; 황남석, “상

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

구 제39권 제2호 (2020. 8.), 226.

97) 앞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

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

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

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주가가 하

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 89 참조).

98) 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

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67에서는, 간접손해인지

직접손해인지 견해가 대립될 수 있는 유형으로, ① 조직 재편 조건·비율의

불공정에 따른 손해, ② MBO에서의 주주의 손해, ③ 신주의 위법한 유리발

행과 주주의 손해, ④ 상장폐지에 의한 주주의 손해, ⑤ 지배주주의 주식매

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주의 손해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위 글에서는 주

주의 간접손해 포함 여부에 관하여, 직접손해·간접손해의 구분에 따른 기존

의 접근방식보다는 주주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허위기재나 공고 등을 수반하지 않는

이사의 임무태만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

하게 될 다양한 전제요인 중 하나이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구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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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재산의 감소보다 주가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어

주주의 간접손해가 회사의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파산에 이른 경우 횡령한 재산

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한 회사가 회생하지 않아 주주가 계

속기업에 대해 가지는 이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다.99) 따라서 이와 같이 위 ① 논거의 전제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이른바

‘초과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충분한 설득

력이 있고,100)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가 간접손해를 입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칙적으로 주주의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않으

나, 초과손해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②의 논거는 여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101)가 먼저 인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99) 김건식,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

로-”, 민사판례연구 제16집 (1994), 319-322.

100) 회사의 자력이 충분할 경우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로서

는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

법 제401조 제1항이 주로 문제되는 국면은 회사가 자력이 없거나 불충분

할 경우이다. 따라서 특히 회사가 파산하거나 제3자가 입은 손해가 회사의

자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01) 회사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주보다 우선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별도로 각각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우열관계를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채권자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 등을 전제하여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견해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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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이 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는 회사

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영업전망 이외에도 국내외의 경제, 사회, 정치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주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사의 임무해태

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을 특정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해서도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비록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102)고 하더라

도, 구체적·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당사자의 주장책임 등을 고려

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만큼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은

상존한다. 따라서 상법 제401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해액에 관한 증

명의 정도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좀

더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103)

10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103) 이와 관련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

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

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

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

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

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

다69638 판결,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주식에 대한 감

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와 같은 경우 ‘감정인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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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당인과관계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04) 대법원은 “이사나 감사의 법

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제414조, 제

401조, 제415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

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

나 감사의 직무수행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거래행

위 자체가 적법한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

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05)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그러한 임무해태가 있으면

제3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인

데, 이는 소송에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 요건은

실제 사안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성립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의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

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

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

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

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10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

다38692 판결 등.

1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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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법원의 입장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

담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의 제한’과 더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106) 일본에서는

상당인과관계 요건이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느

낌이 있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107)

제3절 다른 책임과의 비교

1. 민법 제750조

106) 대법원은 대환대출 등의 경우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

한 구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던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

고,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업체의 구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 결여로 구 회

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의무를 실제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되고 대신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구 회사채에 대한 지

급보증채무와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

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구 회사채의 상환이 없었더라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을 금액

의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

5225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107) 김건식,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제10집 (198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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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 제1항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상

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을 달리하는데, 상법 제401조 제1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 요구

하고 있을 뿐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750조는 가해행위의 제3자에 대한 주관적 요건까지 증명하여야 한

다.108)109)

또한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손해

에는 상법 제401조의 경우 주주의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않으나, 민법 제

750조의 경우 직접손해 이외에 간접손해까지 포함된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상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법정책임이라고 보는 다수의 견해와 판

례110)에 따르면 단기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

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으로

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상법 제401조의 규정이 민법

제750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다수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제 소송에서는 위 책임을 모두 주장하는

108) 상법 제401조에서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인 제3자가 아닌 회사를 향해 있

는 반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09) 이러한 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예를 들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처럼 부작

위가 문제되는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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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뒤에서 보듯이 양 책임의

결론을 달리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111)

2. 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도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위 조항에 의한 이사의 책

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

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동일하게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간접손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112)

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111)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상법 제401조의 독자적 존재 의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11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

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

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

193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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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113)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

러나 이 손해배상책임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므

로,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

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1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16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발

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하여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이 존재하여 그 증권의 취득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만, 이사

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

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25조 제1항, 제

162조 제1항). 이 경우 법정 손해액이 추정되나 이사의 행위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126조, 제162조 제3, 4항). 이처럼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은 인과관

계와 손해액이 추정되고 그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상법 제401조

113) 문언상으로는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대표이사도

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11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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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자본시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청구

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

우 소멸한다(제127조, 제162조 제5항).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이 소

멸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위 기

간이 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발견

된다.

5. 법인격 부인 법리

회사는 사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상법 제169조 참

조),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의 배후에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원의 인위적인 구별을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115)가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

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

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

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

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

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

115)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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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시116)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이해관계자, 특히 별도의 법인

격이 부여됨에 따라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와는 아무런 법률관계를 가지

지 않는다는 주주의 기본적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

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117) 실제 판례상으로 인정된 사안을 찾기

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립요건이 엄격한 법인격 부인의 법

리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회사가 파

산하는 등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에

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도 하는

데,118) 뒤에서 보듯이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근

거한 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실제 이사의 책

임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격 부인의 법

리의 대체 또는 보완적 기능을 해 왔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회사가 도산에 이른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할 가능성

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근거로 회사채권자가 회사 대신 이사에 대해 채무 이

행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보다 권리구제에 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다.119)

11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

90982 판결 등 참조

117)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61.

118) 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

구 33권 1호 (2014), 188-189.

11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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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법 제401조의 적용 현황

제1절 서설

상법 제401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책임성립요건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62년 1월 상법이 제

정될 당시부터 제401조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대법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는데,

대법원은 2002년에서야 처음으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이사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120) 그 이전까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으며, 그마저도 위 조항에 근거

한 책임에 대해 다룬 사건은 3건121)에 불과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였

12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12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

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

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

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

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현재까지도 하급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

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1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

36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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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동안 상법 제401조에 관련된 논의들은 그 연혁적 근거가 되는 일본에

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

송이 드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사의 연대보증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회사의 임원도

동시에 도산하게 되어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

라도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불분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122) 또한 이사의 제

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위 대법원 84다카2490 판결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23)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3자 보호를 위해 작동하여야 할 상법 제

401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실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을 때 특정 시점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전문가로서 회사 이익과

관련한 이사의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사의 책

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판단의 주체인 법원으로서는 사후

적으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와 같은 경영판단에 익숙하지도

않다. 실제 사안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122)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3-4.

123) 심준보, “회사 채무의 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25권 (2003. 2.),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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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과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 사안의 검토를 통해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뿐만

아니라 이사에게도 임무해태 행위로 인정되는 경계 내지 한계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여,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책임의 범

위를 명확히 하여 제3자의 충실한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법 제401조 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사의 임무

해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상법 제401조가 적용되는 사

안은 결국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의 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분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401조 책임의 성립요건 중

다른 요건들은 구체적인 임무해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통적·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401조가 적용되는 사안의 구별

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분류한 각각의 유형에서

상법 제401조가 어떻게 적용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상법 제401조가 ‘제3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실제 기

능할 수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그 실질적 의의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제2절 유형별 분석

1. 분석의 방법 및 대상

판사가 작성 및 선고한 판결문은 법원 내부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판결문은 위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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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하급심 사건의 분석에서도 위 시스템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상법 제401조”를 검색어로 입

력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실제 문제된 사안을 유형화하여 이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우선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전

국 법원을 대상으로 민사 제1심(단독, 합의, 소액) 판결에 한정(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시송달 및 무변론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상법 제401조”를 검색하였는데(그 결과에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 제1항이 문

제된 사건들을 별도로 제외하지는 않았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364건이 검색된다.

상법 제401조 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유형화 작업

은 위와 같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하급심 판례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

수
1 2 2 0 1 1 5 8 8 18 15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33 36 69 61 58 54 52 70 54 58 54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건

수
76 85 90 85 98 93 94 83 1,364

[표 3] 상법 제401조 책임이 문제된 제1심 판결 건수(선고 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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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표본을 증가시켜 결과의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위와 같은 작업

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결국 실제 사건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어

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는지 분석

하여 상법 제401조 규정의 실질적 의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

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크고 법인이 가장 많

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124)에서 문제된 사건들로 그 분석 범위를 한

124)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그 소재지별로 아래 [표 4](출처: 국

세청 국세통계)와 같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비중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이 조금씩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 206,722 220,983 233,426 246,012 259,474

인천 26,397 28,451 30,193 32,238 34,538

경기 149,273 162,522 175,862 189,816 206,051

강원 13,757 14,993 15,950 17,004 18,252

대전 14,000 15,004 15,906 17,139 18,220

충북 17,696 19,060 20,291 21,716 22,986

충남 22,525 24,485 26,269 28,211 29,790

세종 2,359 2,735 3,058 3,455 3,979

광주 17,656 19,199 20,843 22,637 24,298

전북 20,069 21,566 22,751 24,281 25,971

전남 23,634 25,484 26,898 28,790 30,804

대구 20,174 21,546 22,910 24,151 25,445

경북 26,747 28,748 30,445 31,960 33,646

부산 34,478 36,916 38,865 40,966 42,788

[표 4] 소재지별 최근 5개년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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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더라도 위 연구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

석대상을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선고된 제1심 사건들로 제한하기로 하

고, 그에 따라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제1심(단독, 합의, 소액) 판결을 대상으로 “상법 제401조”를 검색하

여 나온 판결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

이 검색된 판결문 중 그 법리 내지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르기로 하고(제1심에서 상법 제401조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항소심에서 상

울산 9,425 10,273 10,819 11,192 11,571

경남 31,402 33,595 35,035 36,584 38,420

제주 8,747 9,885 10,694 11,286 11,775

총계 645,061 695,445 740,215 787,438 838,008

[그림 1] 소재지별 최근 5개년 법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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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1조와 관련된 주장이 새롭게 추가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다),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정된 공시송달,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사건(다만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은 분석대상

에 포함한다), 중복 검색된 사건,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는 전혀 관련성

이 없는 사건[예를 들어,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해당 여

부만 문제되거나(그 외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

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 제1항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건현황 및 유형화

가. 사건현황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상법 제401

조의 책임 여부가 문제된 제1심 판결문을 검색해 보면 그 건수는 다음과

같다.125)

125) 1990년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1971년 선고

1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987년 선고 1건)도 검색이 되기는 하나 그 건수

가 미미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도

법원

합계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표 5] 상법 제401조 책임이 문제된 서울 소재 법원별 제1심 판결 건수

(선고 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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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원

합계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1993 1 0 0 0 0 1

1994 1 1 0 1 0 3

1995 0 0 0 0 0 0

1996 1 0 0 0 0 1

1997 1 0 0 0 0 1

1998 1 0 0 1 0 2

1999 3 2 0 0 1 6

2000 2 0 0 1 0 3

2001 6 0 2 0 0 8

2002 8 1 1 0 0 10

2003 15 1 1 0 2 19

2004 16 5 2 2 0 25

2005 45 1 2 0 1 49

2006 37 1 1 0 2 41

2007 23 6 4 2 1 36

2008 25 1 4 0 0 30

2009 21 2 1 0 2 26

2010 26 5 4 0 2 37

2011 26 2 4 1 1 34

2012 20 2 5 1 2 30

2013 18 2 3 4 1 28

2014 25 3 0 1 2 31

2015 24 1 4 2 3 34

2016 17 1 9 1 5 33

2017 30 4 6 0 2 42

2018 36 2 6 2 1 47

2019 31 0 6 0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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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전체 사건의 약 54%는 서울 소재 법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약 75%(전체 사

건 중에서는 약 40%)에 이른다(이와 같은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서울 지역에서 문제된 사건들로 그 분석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그 결

과는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2003년 무렵부터 상법 제401조를 다룬 판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분식회계126)

사건이 집중적으로 문제된 시기였다는 점 이외에 대법원이 2002년 처음

으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들은 그 후 현재까지 사건

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126) 분식회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리거나 탈세를 위하여 이익을 축소하는 등 재무

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를 속이려는 경영자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경제 불황기에 기업이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법행위이다

[김성태, “분식회계로 인한 이사의 민사책임”, 민사판례연구 31권 (2009.

2.), 730].

연도

법원

합계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2020 37 4 3 1 1 46

2021 24 4 5 0 3 36

합계 520 51 73 20 35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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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형별 사건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나. 유형화 기준 및 분류 결과

1) 유형화 및 분류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형에 관하여

독자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찾기는 어렵고, 이사의 임무해태

유형을 분석하더라도 일본에서의 논의를 차용하거나 이를 소개하는 정도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7) 일본에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27)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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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제1심 판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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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된 바 있는데, 그러한 논의가 개

념적인 것에 머무르면서 그것만으로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사의 책임 유형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

고, 특히 그에 따른 판례 분석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을 파

악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128) 즉 일본에서의 논의는 주로 이

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

고,129)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유형별 사건 분석에 있어서도 단초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권 제90호 (2006. 4.), 149-153;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92-114;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4집 (2003), 553-562

128)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 中央経済社 (2014), 274-275.

129) 이하 일본에서 제기된 견해들은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

任”, 中央経済社 (2014), 275-287을 참조하였다.

제1 

견해

대표이사(업무집

행이사 포함)

① 경영방치·일임형

② 융통어음·지급 가능성이 없는 

어음의 발행

③ 회사의 계약불이행

④ 회사 재산 관리의 해태

⑤ 방만 경영에 의한 거래의 계속

⑥ 부당한 거래·어음의 제시

⑦ 부당한 사업 폐지

아래와 같이 재분류

① 대내적 업무집행

- 경영책임(경영 

일임·방치의 책임, 

경영실당의 책임)

② 대외적 업무집행

- 지급가능성 없는 어

음·융통어음의 발행

- 부정행위

평이사 감시의무 위반

[표 6] 일본에서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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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견해

① 어음발행(지급의사 없는 어음의 발행, 지급 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 지

급 가능성을 경솔하게 생각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② 융통어음의 발행

③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

④ 명목상, 법률상 진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의 책임

⑤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감

시의무)

⑥ 위기상태에서의 거래행위

⑦ 기타(ⓐ 만연거래, ⓑ 금전의 과대 대출, ⓒ 타인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사기행위, ⓔ 위험한 업무의 명령, ⓕ 횡령, ⓖ 주식인수의 권장)

⑧ 계산서류 등의 허위기재

제3 

견해

① 거래수단의 위법

② 위기상태에서의 거래

③ 회사자산의 횡령·낭비 

④ 방만경영

⑤ 감독·감시의무 위반(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 명목상 대표이사·이

사, 표현대표이사·이사)

제4 

견해

① 오인거래의 유발, 특히 지급 가능성 희박한 어음 발행에 따른 책임

② 방만경영에 의한 책임

③ 다른 이사 및 회사 사용인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한 책임

제5 

견해

경영위기에서의 이사의 의무를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① 지급 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

② 융통어음의 발행

③ 위기상태에서의 거래행위

④ 방만경영

제6 

견해

간접침해형
① 방만경영(일반담보 감소, 주주관리의 부당)

② 회사재산의 횡령

직접침해형

① 오인거래의 유발(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지급가능성 없

는 어음의 발행, 융통어음의 수수, 각종 사기적 행위)

② 회사채무의 불이행

③ 타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가해

④ 부실한 정보공개

동시침해형 ① 수탁물의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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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형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

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사의 제3자에 대

한 책임의 성립요건 중 악의·중과실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임무해태 해

당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제3자에 대한 가해사실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유형별 판례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동시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견해들은 세부적인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② 타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가해

③ 주주관리의 부당

감시·감독의무 

위반

제7 

견해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회사채권자의 일반담보인 회사재산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회사재산을 감소시킬 때 그것이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켜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불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 제3자에 대한 부당한 가해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

고 평가되는 행위의 경우(ⓐ 허위 대차대조표의 공고, 수표위조, 기탁된 

금원을 그 목적에 반하여 회사 경상비로 유용, ⓑ 지급가능성 없는 어음

의 발행 행위, 지급가능성 없는 거래)

④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다른 이사의 위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어서 위 ①의 경우와 유사한 의미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위 ② 유형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⑤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다른 이사 또는 사용인의 제3자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다른 이사 또는 사용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임을 요하지 않음)에 대해 감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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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경영, 지급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 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감

시·감독의무 위반은 하나의 유형으로 공통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유형론, 특히 전형적으로 직접침해형과 간

접침해형으로 양분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임무해태의 유형을 논하

면서도 이사의 직무집행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의미 내지 성

격, 효과를 문제 삼기보다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의 관계, 가해행위의 비

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제3자에 대한 침해 내지 가해의 수법을 기준으

로 삼아 분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나아가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침해형과 간접침해형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지도 않다130)). 즉 그

비판의 핵심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의 이사의 임무해태 유형을 분류한

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3자에 대한 침해형태, 가해의 방법을 기준삼

아 분류한 것으로 임무해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131) 제3자에 대한

침해태양 내지 결과라는 관점에서 유형 분류가 이루어진 일본의 유형론

은 구체적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판례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130)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후 부실공시를 하여 상

장폐지가 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당시 횡령 및 부실공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주가 하락에 따라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질

(직접손해/간접손해)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

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

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

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

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등 참조).

131) 심준보, “회사 채무의 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25권 (2003. 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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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더욱 세분화되고 기존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복잡한 해석론을 초래하거나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규범내용을 획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유형론은 실무상 직면한 구체적 사안을 각 유형별

로 살펴봄으로써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각각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사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분석해볼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132) 한편 유형화 기준과 관련해서

는, 실제 소송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판단이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를 입은 제3자, 즉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13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제3자에 대해서까지 손

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침해태양 내지 결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형론은 현실적으로 불가

피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임무해태 형

태와 제3자에 대한 침해 내지 가해 태양을 함께 고려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그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132)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92-93.

133) 예를 들어,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채권자가 물품을 공급하였음에

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처음부터

회사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고의

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은 원고의 주장 내용에 구애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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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화 및 분류 결과

[표 7]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대상인 서울 소재 법원에서

상법 제401조 책임과 관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과 그 판단 결과를

사건 수에 따라 분석하면,134) 그 결과는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다.

134)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청구원인으로 여러 주장을 동시에 주장하기도 하며, 회사

의 여러 임원을 피고로 하여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명확한 유형

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실질적 취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피고가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주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이 경

우 다른 유형에 중복하여 해당하게 될 수 있음에도 통계에서는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앞

서 본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주장마다 유형을 분류하게 될 경우 그 기

준이나 결과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도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

135)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유형별로 분류한 사건 중에서 2021년 10월 초까지

상소심 진행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수를 의미한다. 이하 [표

회사채권자 

관련 사안
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또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 제1 유형

회사 운영 

관련 사안

회사의 방만한 경영 제2 유형

감시·감독의무 위반 제3 유형

회사의 

불법행위 사안

부실한 정보 제공 제4 유형

그 밖의 경우 제5 유형

[표 7] 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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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서도 동일하다.

유형
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합계
총 합계

(인정비율)

1
인정 25 4(1) 5 0 1 35

254

(약 13.77%)불인정
150(7)

135)
16(1) 29 11 13 219

2
인정 10(1) 0 0 1 0 11 126

(약 8.73%)불인정 90(2) 7 10 3 5(1) 115

3
인정 31(3) 5(1) 4(1) 2 5 47 108

(약 43.5%)불인정 39(2) 6 10(1) 2 4 61

4
인정 79(2) 2 3 0 2 86 120

(약 71.6%)불인정 33(2) 0 1(1) 0 0 34

5
인정 27(7) 3 2 0 0 32 91

(약 35.1%)불인정 36(5) 8 9(1) 1 5 59

합계 520 51 73 20 35
211 699

(약 30%)488

[표 8] 유형별 판단 결과

연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합계
○ × ○ × ○ × ○ × ○ ×

1993 1 0 0 0 0 0 0 0 0 0 1

1994 1 0 0 2 0 0 0 0 0 0 3

1995 0 0 0 0 0 0 0 0 0 0 0

[표 9] 유형별·연도별 판단 결과 



- 77 -

연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합계
○ × ○ × ○ × ○ × ○ ×

1996 0 1 0 0 0 0 0 0 0 0 1

1997 1 0 0 0 0 0 0 0 0 0 1

1998 0 0 0 2 0 0 0 0 0 0 2

1999 1 3 0 1 0 0 0 0 0 1 6

2000 0 2 0 0 0 1 0 0 0 0 3

2001 0 4 0 3 0 0 0 0 0 1 8

2002 1 0 1 5 2 0 0 1 0 0 10

2003 1 8 1 3 0 1 3 1 0 1 19

2004 3 11 0 1 0 3 3 3 0 1 25

2005 1 3 2 3 1 1 23 7 6 2 49

2006 4 6 0 4 1 1 19 4 0 2 41

2007 1 8 0 4 0 1 13 4 1 4 36

2008 0 11 0 6 1 4 5 0 0 3 30

2009 1 4 2 5 2 4 4 1 0 3 26

2010 5 15 0 10 2 1 0 0 3 1 37

2011 1 19 0 6 5 2 0 0 0 1 34

2012 2 10 1 6 0 1 2 1 3 4 30

2013 1 11 0 5 2 3 0 1 0 5 28

2014 1 7 0 6 1 4 5 2 1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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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구체적 검토

가. 제1 유형: 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또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

회사의 경영상태와 자산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계약 당시 이행기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

금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제3자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제1

유형은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결국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함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와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이사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사는 회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에 관여하게 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

연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합계
○ × ○ × ○ × ○ × ○ ×

2015 1 18 1 7 5 0 1 1 0 0 34

2016 2 9 0 9 3 3 0 1 2 4 33

2017 0 11 2
(1) 5 4

(1) 6 5 3 2 4 42

2018 3 15 0 10 8 3 1 1 3
(1) 3 47

2019 1 17
(1) 0 4 2 8 0 1

(1) 3 4 40

2020 2
(1)

12
(2) 1 4

(1)
3
(1)

12
(2)

1
(1) 0 3

(3)
8
(5) 46

2021 0 14
(5) 0 4

(2)
5
(3)

2
(1)

1
(1)

2
(2)

5
(3)

3
(2) 36

합계 35 219 11 115 47 61 86 34 32 59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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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무해태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회사와 제3자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사가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 제401조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결국 이

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이사의 책임을 인정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지

위에 있는 회사채권자로서는 상대 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 불이

행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계약에

관여한 이사에게도 물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회사의 계약 불

이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임무해태가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해 직접적으

로 그 책임을 인정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사건 비

중(약 36.33%)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1 유형과 같은 경우를 ‘오인거래의 유발’,136)137) ‘위기

136) ‘오인거래의 유발’은 이행기에 이행이 되지 않을 거래에 관하여 제3자를 끌

어들이는 행위로서 제3자는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

를 하였다가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고 설

명되고 있다[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57]. 이와 같이 상대방을 속여

거래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그 정

도 위법성에 이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90호 (2006. 4.),

150], 거래 당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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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의 거래행위’, ‘지급의사 또는 지급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 ‘회

사의 계약불이행’과 같은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뒤에서 보듯이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 법리를 달리하고 있지 않

고, 회사채권자 입장에서는 결국 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일본에서와 같이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누지는 않고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후발적인 사

정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 소송

에서 원고(회사채권자)는 대부분 회사와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의 이행 또는 대금 변제를, 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상법 제401조 책임과 관련한 청구원인으

로 계약 또는 약정 불이행 과정에서 이사의 임무해태를 주장하거나, 처음

부터 회사의 변제의사, 변제능력 없다는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게

137) 일본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더 나아가 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완성시

키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로 보아 지급능력이 없는

점을 이사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던 경우, 변제능력 없는 금전차

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오인시켜 거래를 재개하고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미 정상적인 채무결제능력을 상실하였음에

도 변제가능성 없는 돈을 회사 명의로 차용하여 자금제공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주는 행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그 개선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융통어음의 발행을 요

청하여 이를 발행받은 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발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이 오인거래 유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구회근, “이사의 제3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저스

티스 제90호 (2006. 4.), 150;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58].



- 81 -

된다.138) 한편, 제1 유형에서는 종종 계약의 해석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 판단에 앞서 회사의 계약 불이행이 전제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물질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 제조방법에 대

한 독점권 부여 여부와 영업비밀 유지 의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에서 계약 내용의 해석상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서 상법 제401

조의 책임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139)

제1 유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

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

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

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

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140)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138) 변제 가능성이 없는 자금 차입행위도 제1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채무초과 또는 그에 근접한 상태

에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결과 잃을 것이 없기 때

문에 투기에 빠질 우려가 있고, 영업을 계속하면 이사의 보수 등을 지급해

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

사채권자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에게는 재건 가능

성·도산처리 등을 검토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되며, 그 임무해태가

문제로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상사법연구 33권 1호 (2014), 193].

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30683 판결 참조.

14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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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확고하게 적용되고 있고, 계약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

는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1 유형에서는 위와 같이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라 ‘회사의 경

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 그

와 동등한 정도의 임무해태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대금이 지급거절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신용장 대금이 제대로 결제될 것처럼 기

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경

우,141) 계속적 공급관계에서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

속 물품공급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142) 근저당권이 설정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중

도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143)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을 수 없자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

여 외상으로 납품을 받은 후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납품

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기로 하여 물건을 납품받은 경우,144) 주식 매수 직

다4731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141) 서울고등법원 1999. 6. 25. 선고 97나61604 판결.

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5가합37852 판결(이 사안에서는

회사의 부도 직전에 물품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융통어음을 발행한

점 등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143)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2나52291 판결(이 판결에서는 “오인거

래 유발”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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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매수대금 지급기한까지 매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 매수대

금을 전액 납입할 수 없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전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무리한 주식매수

를 하고, 매수한 주식 가격이 실제 하락하자 주식매수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145)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예견하면

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

고 편취한 경우,146) 실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허위의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147) 계약 체결 전 회사가 만성적 자금부

족 상태에 있었던 경우,148)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채무를 이행하

지 못하게 된 경우,149)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회사가 실

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가단340555 판결.

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32783 판결(피고는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146)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55288 판결(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

고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4가합85908 판결.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2003가단207070 판결(항소심에서 원

고가 소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1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가합9477 판결(이 사안에서는 대

표이사가 2003. 1.경에는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의 계

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사정으로 당시 회

사가 2002. 12.경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그로 인해 2003. 3.경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서약하고 2003. 3. 31.에는 사업장 철거 계

획을 통보하였던 점, 당시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고, 그만 둔 강사들이 임금을 달라고 시위하기도 하였던

점, 2003. 1.경에는 회사 집기에 직원들 임금채권에 기한 압류표시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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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게 한 경우,150) 하도급 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대금을 정상적

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공동관리

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151) 건물 신축 사업의 인수가 어렵고 인수자금

확보 방안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152)가 있다. 그 밖에 회사가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무단히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배임

행위가 인정된 경우,153) 고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불이

되어 있기도 했던 점, 2002년 회사의 재무상황은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였

는데 2003년 재무상황은 자본잠식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고

있고, 다만 회사가 2002. 12.부터 임료를 연체하고 2003. 1.경 이미 직원들

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2003. 1. 이전에 계약상 채무 이

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가합8375 판결.

151)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43597 판결(이 사안에서는 대상

용역이 주로 관공서나 공기업이 발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용역계약 체결 직전 국세 및 지방

세 체납액이 약 1억 원, 의료보험료 체납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원

고에 대해 미지급한 기존 용역대금도 약 2억 6,6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

당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하

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까지 더하면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

었던 점, 원고와 위 용역계약 및 각서 체결 당시 이러한 재정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이후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회계감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가합510874 판결(이 사안과 관련

하여 피고는 위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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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경우,154) 원고의 승인 없이 사양을 변경하고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155) 이행불능에 고의가 인정

되는 경우,15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선급금을 용

역업체에게 바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급

금 중 일부를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한 경우,157)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었

음에도 이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한 경우158) 등이 있다.159)

위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위법한 사정이란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153)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2나52291 판결.

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가합6773 판결(이 사안에서는 대표이사

인 피고가 계약과 달리 시연회 일정도 임의 무산시키고, 제공받은 기자재 등을

임의 반출하였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한 후 소재불명되고, 그에 따

라 회사도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53698 판결.

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09가합37829 판결(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경우 계약 해제 및 주택 인도 청구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하였으면서도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주택 철거를 강행하

고 매매대금 지급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안).

157)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나30227 판결.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합391 판결.

159)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회사에 수탁된 물건을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처분·유용하여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타

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 확보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매도회사

가 이행불능에 빠지고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사태를 야기한 경우, 임차토

지상에 임대점포를 소유한 회사가 지대를 체납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이 해

제됨으로써 점포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불능이 되도

록 한 경우 등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구회근, “이

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

로-”, 저스티스 제90호 (2006. 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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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 또는 사기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들로서, 민법

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160)

특히 처음부터 이사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이사에 대해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민

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임 인정

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임무해태의 위

법성 판단 기준이 일반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소송 진행 과정에서 많은 경우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도 상법 제401조의 책임 성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

로 회사에 대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는 평가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일 뿐 이사 개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16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

160) ‘오인거래의 유발’과 관련한 이사의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한 일본 판례들은

이사의 주관적 요건(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을 ‘미지급의 가능성에 대한

예견’에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관적 요건이 피해자에게 향하여 있다면

이는 상법상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에

더 가깝고, 따라서 일본 판례는 상법상 이사의 제3자의 책임과 민법상 불

법행위책임을 혼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는데[오수근·장우영,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사법연구 7집 (2002), 24],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61)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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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에게 제3자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사의 선관주의의

무의 대상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그러한 일반적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사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

다), 민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3

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의 행위가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의한 채

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특별한 요건162)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그 책임

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 인정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사가 회사의 자력 및 사업규모에 대

응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의 근간이므로 객관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의 현저히 불합리한 행동이나 비상식적인 업무집행으로 회사의 채무불

이행 상태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위

법한 임무해태 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63) 앞서 본 바와 같이 상

162)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

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

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

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163)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61. 한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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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1조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도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거나 이

사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의무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

은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결국 단순한 회사의 채무불이행

을 넘어 불법행위에 준할 정도의 고의에 가까운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만 제3자에 대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

이 문제되는 유형에 해당함에도 [표 8]에서 나타나듯이 그 인정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이처럼 임무해태의 위법성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

법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 보호 요건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1 유형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상

법 제401조의 책임을 묻는 이외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주

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우리 판례상 법인격 부인은 매우 엄

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고 있어164) 실제로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

되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165) 따라서 이사의 제

제3자의 이익이 단순한 기대적 이익인 경우에는 임무해태의 위법성을 인

정할 수 없으나, 물권적 이익인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김건식,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제10집

(1988), 252-255].

164)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

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

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

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

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

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

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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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401조는 법인격부인

법리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166) 앞에서 본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401

조가 법인격부인 법리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나. 제2 유형: 회사의 방만한 경영

이사가 회사 경영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

질러 경영상태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회사채권자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별도의 회사를 세워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양

도한 경우, 가장납입 후 가장납입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기존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를 비롯하여 회사운영이 상법규정에 반하는 등 적절

하지 못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판례상 문제된 사안을 보면, 이사가 회사 재산을 방치하여 가치가

1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112295 판결은 원고가 법인

격부인의 법리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사인 피고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선택적 청구인 상법 제401조에 대해

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166) 분석대상인 서울 소재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구체적 유형과 관계없이

상법 제401조와 함께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함께 주장하여 판단이 이루어

진 사건은 약 53건 정도로 보이는데, 그중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인정된

사건은 1건도 없고 상법 제401조의 책임만이 인정된 경우는 5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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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게 하거나167) 개인적인 용도 또는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하였

다고 주장한 사안,168) 회사의 유일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한 사

안,169) 채무면탈을 위해 무상으로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거나 회사재산

을 양도한 사안,170)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영업양도계

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해산·청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71) 신주를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72) 계열사에 무리하게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

167)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 8. 선고 96가합82782 판결.

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9. 선고 2001가합632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19. 선고 2001가합104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합627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2310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가합31431 판결, 서울남부지방

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가합52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6가합918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가합

19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9가합19258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가단19489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1022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

고 2015가합5575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

52501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150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514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36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5070342 판결 등 상당히 많은 사안에서 이사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았다.

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단389420 판결.

1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가합577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567581 판결 등.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521462 판결.

172) 서울지방법원 2001. 3. 9. 선고 98가합98453 판결(소수주주는 보유주식 비

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사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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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에 영업양도를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이 낮

은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밖에 없게 한 사안,173) 법인세와 부

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과점주주인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

로서 위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안,174) 회사의 영업양도 과

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여하고 그 가치 산정도 잘못하여 원고 소

유 주식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이익배당금도 받지 못하였

다고 주장한 사안,175)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위반한 사안,176) 신주인수권

자에게 상법상 통지나 공고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77) 마찬

가지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을 결여하여 주주총회 참석권과

의견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78) 펀드 운용하면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손실확대 방지 위한 임무를 게을

리하거나 고객 자산을 보호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

안,179) 시세조종행위로 회사의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어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한 사안,180)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적극 가담하

여 불법적으로 원고들을 대표이사 직위 등에서 해임하였다고 주장한 사

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1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합38227 판결.

1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5가합66652 판결.

1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8. 선고 2008가단437333 판결.

177) 서울지방법원 2001. 6. 26. 선고 99가합36162 판결.

1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 선고 2019가합5158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5062983 판결.

1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합34363 판결.

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22581 판결(이 사안에서 원고

들은 다른 회사채권자가 없어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고

원고들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입은

손해 회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간

접손해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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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181)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82) 감자 절차

의 하자를 주장한 사안,183)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고 주장

한 사안184) 등이 있다.185)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우선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사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이러한 경우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여지는 없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 이사의 부적절 또는 위법한 경영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사에게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임무해태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높은데,186)187)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1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7686 판결.

1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3가합34353 판결.

1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34738 판결(다만, 이 사안은

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18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111350 판결.

185) 일본에서는 이사가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다액의 투자를 하여

회사의 파산을 초래한 경우, 이미 도산할 위험에 처해 있는 회사에 만연히 대

여하고 신주발행 시에는 상계로써 납입에 갈음하여 자본충실책임을 게을리 한

경우, 불필요한 채무의 승계 및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위법배당을 한 경우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회사의 자력이나 경영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

모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도산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한다[구회근, “이사

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90호 (2006. 4.), 149; 김형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광주지

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1), 323; 박재윤,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재판

자료 제38집, 법원도서관 (1987), 149; 박효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위

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54; 서세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8집 (200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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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상법 제401조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특히 경영방법이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하

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

가 있었다고 만연히 인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통상의 합리

적인 이사라면 당시 상황에서 취하지 않았을 정도의 현저하게 불합리한

의사결정절차 및 내용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

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2 유형에서 위와 같이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에도, [표 8]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 인정비율(약 8.73%)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배경에

는 주주의 ‘간접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2 유형은 이사의 회사경영방법이 부적절함

에 따라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회사가 그

186) 대법원은 이사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과 같이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까

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

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187) 경영판단의 원칙은 주의의무 위반, 즉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책임을 추

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사 책임 면제의 판단 근거로 논의되어야 한

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른 차원의 것

으로서 서로 양립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요건을 만족할 경우 책임

을 추궁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고재종,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법논집 14집 (2003. 8.), 171]

가 있고,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이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를 보호하자

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법 제401조 제1항과 관련

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194]가 있으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적용 여부는 임무해태 인정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특

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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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고, 회사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회사채권자나 주주가 손해를 입

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

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

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

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88)는 확고한 입장

을 유지함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별다른 예외를 설정하지 않고 이사의 책

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주주인지

회사채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

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

가 그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이사에 대하

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189) 이는 ‘부실공시’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직접손해가

인정된 경우로서(따라서 제4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에서 주장하

듯이, 결국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거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회사를

대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

는데,190) 실제 그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18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8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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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찾기 어렵다.

제2 유형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에는, 이사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사

안,191) 이사가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고, 상환능력 없는 계열사 및

개인 사업을 지원하여 자금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에 이르게 하여 회사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

하게 된 경우,192) 대표이사와 이사가 회사의 예금을 횡령한 후 출국하여

회사가 폐업하고, 그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193) 대주주 겸 이사인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주식 취득 사실을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41121 판결 참조.

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26. 선고 2001가합68904 판결(이 사안에서 이사

는 대주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리의 대출금으로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에 위 대출금 이자 및 위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고, 그로 인하

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회사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사가 위 배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이 책

임 인정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4가단157165 판결(이 사안에서는

이사가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약 216억 원을 횡령하고, 상환능력 없는 계열

사와 개인사업을 지원하여 그에 상당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가 없이 공사를 하게 하거나, 친인척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회수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으로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악화시

켜 부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

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1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4가합103165 판결(이 사안은 공시

송달에 의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

이 회사의 예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회사가 폐업하였고,

달리 위 인출된 예금이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이상 피고들이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해외 출국으로 집

행기관이 부존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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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음에도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주주

명부를 기초로 증자절차 등을 진행한 후 거액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

안,194)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

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주주총회 소집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주식양도행위를 하여 상법 제374조의2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

권을 박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사안195)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책임

이 인정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정도의 위법

한 행위가 있거나 고의적인 임무해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에 이르지 않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196)

결국 제2 유형에 있어서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

는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 더불어 임무해태의 판단 기준, 제3자가 입은

로 볼 수 있으므로, 임무해태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59211 판결.

1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677 판결[다만, 이 판결에서

는 손해배상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가 문제되었는

데, 위 법원의 증명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1주당 주식가액을 적절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39)에서 감정이 이루어져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현재 상

고심(대법원 2019다236385) 계속 중이다].

196) 그 밖에 회사가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횡령한 사안(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5561 판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개

최하면서 주주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주주총회 참석권과 의견진술권

등 주주권을 침해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

5062983 판결),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한 사안(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21575 판결)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대

부분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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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요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401조 책

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명백한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판례의 입장

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97)198)

197)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의

사유를 들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의무는 회사에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로서,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최대이익

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사나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

399조, 제414조, 제401조, 제415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정의 각 손해배상

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나 감사의 직무수행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거래행위

자체가 적법한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1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은 이사의 회사 방만

경영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회사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기업 운영자에게 기대되는 충실·선관의무를 다하여 통상 기대되는 방법으로 기

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전망·예측의 실패, 국내외 시장 판도의 변화 또는 사

업 관련 각종 외부 환경 요소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하

였다면, 이러한 손실은 통상적인 기업 경영상 손실로서 ‘경영판단’이라는 개념

아래 회사 경영진의 임무해태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회사 경영진에게 어

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거나, 회사 경영진의 임무해태행위의 존재 자체는 인정

하여 그로 인한 회사 경영진의 회사 또는 제3자(주주 제외)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간접 손해’라는 개념을 통해 회사경영진(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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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 유형: 감시·감독의무 위반

상법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선관주의의무의

하위의무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크게 의문이 없다.199) 감시의

무의 실정법상 근거로는 이사회의 감독권(상법 제393조 제2항)과 대표이

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청구권(상법 제393조 제3항)을 들 수 있는데, 회사

내 이사회와 집행조직 사이의 업무집행에 관한 분업관계에서도 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필요성과 근거를 찾을 수 있다.200)

이사가 위와 같은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위

반한 임무해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법 제401조의 책임 성립도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유형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 자신의 능동적인 판단이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된 경우임에 반하여, 감시·감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사의

소극적 부작위가 임무해태로 인정된 것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경영이 복잡해질수록 업무집행 및 실행에 있어서 업무분

담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시·감독기능이 상시

이루어져 이사의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필요

가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전적 예방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집행에 관

여한 이사 이외에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19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05.

20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05; 김건식,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상사판례연구 7권 (2007. 5.),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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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수행할 감시·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는 회사의

규모, 업종, 이사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대표

이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고,201) 업무담당이사에 대해 평

이사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였으며,202) 평이사에게도 업무집행 전

반에 관한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203) 이와 같은 감시·감독의무를 위

반한 경우를 일본에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임무해태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시·감독의무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하급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감시·감독의무는 이사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시·감

독의무 위반은 부작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204) 다른 이사

의 부정한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

우 이사를 마치 보증인적 지위에 두는 것과 같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설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20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85년 ‘다른 이사의

20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대표이사로서 대외적

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20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

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0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

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

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

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

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

204) 김건식,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상사판례연구 7권 (2007. 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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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

지’를 감시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206) 이러한 판단기

준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207)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일부러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외면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 자체의 인식

을 피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고,208) 이에 대법원은 2008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인정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즉, 대법원은 “고도로 분

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

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

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

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

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

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

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

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

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205) 김순석, “이사의 감시의무”, 상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 526.

20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

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

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208)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07; 김건식,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상사판례연구 7권 (2007. 5.),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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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

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209)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 판례가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회

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때에만 이사의 책임을 인정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상법 제401조의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

고,210) 일반적인 감시 소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판시는 감시의

무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11) 한편,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

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212)213)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책임 인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20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939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

3151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등 참조.

210) 염미경,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강원법학 제35권 (2012.

2.), 467-468.

21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8), 409.

2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18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458 판결(“이사가

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나 주식회사의 대주주 등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

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

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자체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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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감시의무 위반을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214)215)

213) 설령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0가합4936 판결,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686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7가합57884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1. 7. 5. 선고 2008가합126104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법문상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선의·악

의 또는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

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점, 위 규정

이 말하는 임무해태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행위

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사의 충실의무 내지 선관의무는 거래의 상대

방인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것인 점, 명목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외

적으로 자신이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또는 대표이사)로 공시됨을 수인한

것인 점을 들고 있다.

21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

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215) 일본에서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경영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최고

재판소 1969년 11월 26일 대법정 판결(最大判昭和44年11月26日民集23券11

号2150頁)과 관련하여 그 책임 근거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지위자인

사장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당해

대표이사 자신의 고유한 지위에 기인한 직접적 임무해태를 문제 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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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급심의 사안들을 분석해 보면, 분식회계가 문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시·감독의무가 문제된 사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더욱이

[표 8]에서 제3 유형으로 분류된 사안216) 중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할 의무를 인정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없었고, 감시·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안 중 대부분217)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그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제3 유형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감시·감독의무

위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사가 다른 이사나 직원들의 불법행위218)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이라는 견해가 대립한 바 있다[왕무모, “소규모·폐쇄적인 주식회사에 있어

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경성법학 6호 (1997), 73-74]. 위와 같은 학설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론이 달

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감시의무 위반의 하나로 분류하기로 한다.

216) 분식회계가 문제된 경우 분식회계에 관여한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경

우가 일반적이어서 [표 8] 및 [표 9]의 제3 유형에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

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위 표에 나타난 결과를 해

석할 필요는 있다.

217) [표 8] 제3 유형에서 인정된 사건 47건 중 39건(82.97%)에 이른다. 구체적

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가합68941 판결,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8. 6. 3. 선고 2007가합2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0가합1360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68663 판결

등 참조.

218)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회사 업무를 실제 수행한 이사나 직원

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

는데, 실제 하급심 사안에서도 회사 업무를 실제 수행한 이사나 직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시·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243288 판결 등)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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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무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다른 이사, 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감시·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도 쉽

지 않았으며(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안 중에서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또는 손해액의 증명이 부족하여 결국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여러 건 발견된다219)),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

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들어220)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상

당수 있었다.221)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고도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는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방만한 회사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219) [표 8] 제3 유형의 불인정 사건 중 약 7건 정도(약 11%)가 이에 해당한다.

220)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

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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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등)].

221) [표 8] 제3 유형에서 인정된 사건 중 18건에서 손해배상액 제한을 인정하

였는데, 그 제한 비율은 20~70%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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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실무 상황 하에서는 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

고 이사가 서로 감시·감독하여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로 인하여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 내부의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이사에게 최소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있고 올바른 경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실무는 명목상·형식상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

한 책임 인정이 대부분이이서 제3 유형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고[그럼에도 제3 유형과 관련한 책임인정 비율(약 43.5%)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데, 이는 그만큼 명목상·형식상 이사에 관한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감시·감독의무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감

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정도에 대한 판

단기준도 현재 명확하지 않다.

라. 제4 유형: 부실한 정보 제공

회사가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서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

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중요한 기재사

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음으로써222)223) 제3자

22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7나85906 판결 등 참조.

223) 일본 현행 상법 제429조 제2항은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가 제3

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第四百二十九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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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자산, 신용 등의 정보를 잘못 판단하거나 허위의 정보에 기초

하여 거래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

대 초반부터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유형

에서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함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유

형에서는 무엇보다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요건이 거

의 대부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에 따라

허위 작성된 기업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여신 제

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단절되는 것으로 보

고 있는데,224)225)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표 8]의 인정비율에도 그대로

2.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

する。ただし、その者が当該行為をすること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

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取締役及び執行役　次に掲げる行為

イ.　 株式、新株予約権、社債若しく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

集をする際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通知

又は当該募集のための当該株式会社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説明に

用いた資料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

ロ.　 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並びに臨時計算書類に

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22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

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융기관이 기

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여신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그 계약이 대규모 분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책적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

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며 종전 손해가 소

멸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이사의 회계감사상 과

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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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 유형과 같이 분식회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대부분 민법상 공

동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분식회계에 관여한 이사의 경우에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의 책임

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한편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사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안에서 분식회계

에 관여하였다면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과 관련하여 상법 제401조(위와 같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이사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도 당연히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를 독자적으로 적용할 실익은 크지 않다. 더욱이 자본시장법에서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이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제125조, 제126조, 제162조), 부실 정보

를 제공받아 손해를 입은 제3자로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

상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상법 제401조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경우 손해액까지 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 다만, 위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다63354 판결 참조).

225)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에서는, 대출 당시 여신업무지침상 소요자금 및 융

자기간의 적정 여부,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채권보전방법, 거래

실적 및 거래전망,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 차주기업의 수익성 및

사업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고, 회계법인 감사 결과 ‘한정의견’

표시되어 있었으며, 재무구조 실사 결과 분식이 너무 심하다는 내용이 신문 및

방송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지거나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는 등에 비추어 허위 재무제표와 대출 사

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8. 선고 2002가

합49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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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하므로(제127조, 제162조

제5항), 위와 같은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책

임을 구할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분식회계에 관

여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

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226)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법 제401조를 적용할 실익이 있다.

한편, 이 유형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 산정의 문제이다. 대법원

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

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227)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과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228)

226)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경

우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

71240 판결 참조).

22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참조.

228) 대법원은 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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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5 유형: 그 밖의 경우

회사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판례상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위장 수출거래 및

국내가공거래를 통해 무역금융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229) 허위의

수출서류와 선하증권을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할인받은 경우,230) 진성어

음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실물거래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

우,231) 남은 공사대금 액수를 허위로 부풀려 산정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232)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

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233) 회사가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

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

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

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

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

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

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책임

제한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849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4가합85892 판결.

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3가합55511 판결.

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4가합74267 판결.

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355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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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한 경우,234)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또는 주식매수대금 등을 편

취한 경우,235) 타인의 실용신안권이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

우,236)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237)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238) 철골 등의 자

재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 대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239) 중간

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한 경우240) 등 다양한 사

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의 행위 자체가 불

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업무집행에 관여한 이사의 경우 그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

무집행을 한 경우 임무해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인식하고 직무를 수

행한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반대로

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가합116229, 2006가합40237(병합)

판결.

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5048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695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5039105 판결.

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616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0가합110911 판결.

23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참조.

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가합5626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9. 8. 23. 선고 2019가합508528 판결.

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86036 판결.

239)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나31766, 31773 판결(선택적으로 청구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319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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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

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제5 유형에서는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사의 임무해태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다

르지 않다. 따라서 이 유형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로서는 민법상

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도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상법 제401조를

주장할 만한 유인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고 하여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추정되지도 않는 이상, 상법 제401조

책임을 주장할 경우 임무해태에 대한 주장·증명의 부담도 지게 된다).

제3절 소결

우리 법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

석해보면,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회사채권자와 관련된

제1 유형(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또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이다. 그런데

위 유형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무해태

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일반불법행위와 유사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작

용하고 있다는 것과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고하게 부정하고 있

는 판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주주보다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

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법 제401조의 적용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상법 제401조가 그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다른 유형에서도 동일하다. 제2 유형(회사의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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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의 임무해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

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에 기인하는데, 더 나아가 이사의 책임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따라 더욱 제한되고 경

우에 따라서는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

기도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채권자의 경우 간접손

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가 전보됨으로써 주주의 손해가 완

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른바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상법 제401조를 통한 권리구제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제3 유형(감시·감독의무 위반), 제4 유형(부실한 정보 제공) 및 제5 유

형(그 밖의 경우)의 경우 법원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제3 유형은 그 내용상 다른 이사나 직

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다하

였는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상당수는 형식상·명목상의 이사에 관한 사

안이고, 제4 유형의 경우 2000년 초중반 분식회계 사안이 많이 집중되어

인정비율이 높아졌을 뿐 그 책임 요건이 완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독자적 의의는 전

보다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5 유형의 경우도 회사의 불법

행위 판단과 임무해태 판단이 그 기준을 달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어 상법 제401조가 독자적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소재 법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정된 전체적인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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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그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비

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불법행위책임 등과 구별되어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제1, 4, 5 유형을 제외하면 그 인정

비율은 약 24%로 낮아지고(제2 유형에서도 이사의 고의적 임무해태 행

위를 요구하고 있어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더 나아가 형식상의

이사 책임이 인정된 비중이 높은 제3 유형까지 제외하면 그 인정비율은

약 8%로 더 낮아진다.

대법원이 임무해태의 위법성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면서 이사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 대법

원은 2002년에서야 처음으로 그 책임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 감시·감독

과 관련한 이사의 책임을 조금씩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여 이사의 제3자

에 대한 책임이 전보다는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분

석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무해태의 위법성, 제3자의 손해 발생, 상당인과

관계 등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

당히 많고, 이는 상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제3자의 권리구제

에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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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무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개관

회사는 자연인인 기관을 매개로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와 같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이사는 회사

에 대한 관계에서만 신인의무를 부담하므로(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계

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주주나 회사채권자에 대해 이사가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사가 업무집행을 게을리하여 회사

의 행위를 매개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 권한의 범위

내인 이상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회사에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른 단체책임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사 개인의 책임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상법 제

401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

정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충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분석

한 바와 같이 실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 많지 않고 인

정된 비율도 높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주주나 제3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 이외

에도 성립요건을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반

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상법 제401조 책임이 인정된 결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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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기존 구제수단이 인

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법 제401조와 관련한 실무 운영의 문제점과 위

규정의 실질적 의의를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제2절 실무 운영의 문제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의 임무해태는 회사

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

해는 간접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상법 제401조가 책임의 주관

적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다고 하

면서도 제3자에게까지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이론

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제3자의 손해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주주대표소송 등 기존 제도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면서 그 존재의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241) 이러한 지적

은 그 이론적인 당부와는 별개로 상법 제401조와 관련한 현재 실무 상황

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즉 상법 제401조 책임이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그 책임성립요건이 전보다는 확

대되었으나 여전히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

된다고 볼 만한 사안을 찾기 어려워 기존의 제도와 비교하여 권리구제에

241) 이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1. 2.),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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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실무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법 제401조가 적용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제4장에서 유형별로 검토·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형식적·표면적으로는 그 인정비율이 약 30%

에 이르고 그중 제3, 4, 5 유형에서는 약 35.1%∼71.6%의 인정비율을 보

이고 있으므로 제3자의 권리구제에 효율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계적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 의미와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사의 불법행위

사안과 관련된 제4 유형(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과 제5 유형(그 밖

의 경우)은 이사 또는 회사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로

서 대부분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 책임이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그 판단기준도 달리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 상법 제401

조 제1항을 근거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찾기 어렵다. 특히 제4 유형의 사안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이 인과관계 및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제3자에게 더 유리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

여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은 더욱 감소하였다([표 9]에서도 나타나듯이

제4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제기되었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1년에 2∼3건만이 문제될 뿐이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

효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법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

다). 제2 유형(회사의 방만한 경영)에서는 판례가 상법 제401조의 적용

대상에서 ‘간접손해’를 확고하게 제외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그 인정비율

이 낮게 나타난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회사채권자 관련 사안[제1 유

형(이행가능성 없는 거래 또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도 그 인정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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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판단기준을 달리한다

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상법 제401조 제1항

이 일반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는 영

역은 제3 유형(감시·감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 즉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 그 책임

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

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

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대부분 명의상·

형식상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그 이외에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 추궁은 실제 사건에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401조는 회사가 부담

하여야 할 책임을 이사 개인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인데, 회사가 자력이

충분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유리하므로 이사 개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

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의 자력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제3

자는 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권리구제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 그마저도 책임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실무에서는 인

정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3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

무 운영에 대해서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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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법 제401조의 실질적 의의 및 개선방안

1. 상법 제401조의 실질적 의의

상법 제401조의 규정은 지금까지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 것

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이사 개인의 임무해태 행위에 대처해온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상법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문

화와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상법 제401조가 활용되

기 시작하였는데, 이사가 직접적으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를 마련

해주는 위 규정의 존재 자체로,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무기를 마련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사가 이를 의식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무분별한 업

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행동도 예측가능성

이 높아질 것이며, 거래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242)

다만, 현재 실무상으로는 상법 제401조 책임이 제3자 보호에는 미흡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보듯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인

정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위와 같은 존재

의의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2. 개선방안

242)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법학 51권 4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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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지위에 있고 회사 경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량의 범위를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사의 무분별한 경영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상법 제401조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제3자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지만, 무한정으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작용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이사의 위법한 임무해태 행위와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은 제3자뿐만 아니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에게 그 경영활동의 재량 범위를 확보해줄 수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사에게까지 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상정할 수 있는 전

형적인 경우로는,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상 잘못으로 회사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간접손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대부분 ‘간접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률

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

럼 주주에게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회복으로 주주의

손해도 동시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주주의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통제

필요성이 높은, 이사의 회사 운영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될 것이고, 이는 상법 제40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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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가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거나 합병조건이

불공정하게 결정되는 등 기존 주주들에게 불공정한 자본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 상법 제401조가 하나의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기존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 대법원이 ‘거래

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243)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그 요건 충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본거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무효

로 하는 것이 주주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주주들에게는 손해 회복을 위한 실질

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구제방안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할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구하는 것이 그 권리구제에 보다 유리하다),

이 때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라

기보다는 ‘직접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경

우에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회사재산이 감소하는 ‘간접손해’가 발생하였다

고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만을 인정할 경

우 ‘초과손해’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은 제3자도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므로,

결국 기존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직접적

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

24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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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회사채무 불이

행과 관련하여 이사에게까지 그 책임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

사결정을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우 등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

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례가 임무해태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사전에 일의적으

로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는 회사가 도산 직전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

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그 무렵 발생한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회사의 이사가 도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임무해태의 위법성

을 인정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 회사채권자 보호의 필

요성도 충분하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상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244) 향후 사안의 집적과 구체적인 판단기준

의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유형별 분석 결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법 제401조가 일반불

법행위와 구별되어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은 이사의

2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1. 선고 2005가합115592 판결에서는, 이사의 배

임 또는 횡령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원고들이 회사가 도산하여 회사가 이사

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입

은 손해가 간접손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도산의 경우에도 간접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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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의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현재까지는 명목상·형식상 이사의 책

임과 관련해서만 활용되고 있으나,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담시켜 이를 위반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위 규

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전에 이사의 경영상의

전횡을 방지하고 회사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어,

이사의 방만한 회사 경영에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정도는 판례의 집적에 따른 구체화

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더 나아가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책

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상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을 지배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회사채권자 등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

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기업집단과 관련한 감시·감독의무는

상법 제401조 이외의 기존 법제도 내에서는 규율하기 쉽지 않아 보인

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해나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된 기

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위 요건은 이사의 책임 성립을 제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임무해태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비롯하여 손해액 증명책임을 유

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액 제

한을 인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이사가 임무해태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증명책임 완

화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 확대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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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상법 제401조는 회사와 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

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에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위 책임에 근거한 소

송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현재까지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

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

는 상법 제401조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 하에서는 임

무해태의 영역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인정 영역을 통일적이고 일관된 기

준에 의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개개의 사안에 따라 임무해태 여

부나 제3자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법 제

401조가 적용된 유형들을 보면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기

준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입

은 손해의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

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기존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

임과 실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간접손해가 적용 대상에

서 제외됨에 따라 그 적용 범위도 현저히 줄어든다. 이와 같은 실무 상

황에서는 상법 제401조가 그 입법 취지와 달리 이사의 책임을 제한적으

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상법 제401

조의 활용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하급심에서 문제된 사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

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의 특성상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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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상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될 수밖에 없고 유형별로 상호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결과나 그 인용비

율이 모든 사안을 포괄한다거나 앞으로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석은 현재 상법 제401조의 적용 현

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

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3자 보호에 있다고 해

석하는 이상 현재 실무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나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사의 임무해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각각의 임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현재 재판을 통해

문제되는 상황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이 교류되고, 이

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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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 An Empirical Study on Types of Application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

Park, Hyeong Ryeol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actical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issues in which the liability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become an issue in actual

trials by types of application and finding problems in practical

operation.

In general, it is common to think that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the acceptance of Article 266-3 of the Japanese

Commercial Act of 1950. Unlike Japan, where legal principles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active legal debates for a long time, in Korea, Article of 401 of the

Commercial Law is not widely used,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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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standards are still clear.

The view that the liability under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is a statutory responsibility specifically recognized by the

Commercial Law is the prevailing view and the position of precedent.

On the contrary, recently,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attempt a

unified interpretation within the scope of general tort liabi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inking tha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protect third parties regardless of

what kind of view one takes on the nature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under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the court demands the illegality of the neglect of duty, and takes a

firm position that indirect damage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damages which is covered pursuant to this article. However, various

objection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 court’s position that indirect

damage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damages to third parties.

Among them, the view that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recognized in cases where the indirect damage suffered by

shareholders exceeds the loss of the company, that is, in the case of

‘excessive damage’, is sufficiently persuasive.

If the cases in which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is

recognized ar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third parties, the form of director’s neglect of duty, etc, the court’s

attitude is reflected in the statistics. In particular, if we look at this



- 132 -

in detail, the criterion for judgment under Article 401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tort liability, and as indirect damage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the rate at which the liability of directors is

recognized is lower.

This attitude of practice suggests that Article 401 is being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biggest

problem in practical operati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n

independent area to which Article 401 is applied as it is distinct from

general tort liability. However, Article 401 can control the reckless

execution of directors in advance,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mpany’s actions, and can be sufficiently helpful in relieving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 it still has its own mea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case of excessive

damage or when the company is on the verge of bankruptcy, and to

increase its utilization by setting specific standards for damage or

equivalent causality requirements. If various lawsuits related to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are filed in the future, more

specific and clear standards will be established.

keywords :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the Nature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Types of Application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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