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任 員 의 義 務 와 責任

우리 商法은 이사·이사회·대표이사·감사 등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정

하고 있으나 「임원」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실무상은 회사의 사장·부사장·전무·상무라고 하는 임원

명칭이 있고, 또한 이 것은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로서 이사자격과 결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에서 임

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을 말하고 있다(공2⑤). 여기서 「이에 준하는 자」란 법률상 또는 정

관상의 임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자의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이들 임원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정법상 임원의 개념은 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무상 使用例도 통일

되어 있지 않다.

英文任員賠償責任保險(D&O Liability Insurance)에서 Directors는 우리 상법과

같이 주총에서 선임된 자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Officers는 이사회에서 선

임 또는 임명된 자로서 업무집행의 실행을 담당하는 경영진이다. Officer는

Director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일본의 보통보험약관도 임원을 사업상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이들에 준하

는 사람으로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임원의 법률상 의무와 책임은 D&O 배상책임보험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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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 등 개별법상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商法上 理事의 義務와 責任

가 . 理 事· 理事 會· 代表 理事

□ 理 事

理事란 회사의 受任者的 지위에서 理事會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의 대다

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 것을 이사에 맡기고 있고, 이사의 지위의 중요

성에 비추어 그 선임이나 책임 등에 법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이

사의 員數는 3人이상으로 함이 원칙이다(상383③).

이사는 사내이사 또는 상근이사로서 대내적으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가 있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는 사용인을 겸한 겸직

이사가 있으며 업무를 담당치 않고 정책결정만을 담당하는 사외이사 또는 비

상근이사가 있다.

□ 理 事會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

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

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 두가지가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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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393①②).

따라서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있어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경영

목표를 승인하고 경영의 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이사회는 책임경영이 가능하

도록 경영진에게는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권한남용이 없도록 이사회

가 감시장치로 기능토록 함이 현대 企業支配構造 論議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이사가 대주주 겸 최고경영자에 의해 선임되므로

피감독자인 경영진이 이사로서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회의 공정한 업무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 대회사들은 이사회외에 업무담당이사들로 구성되는 會議體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중요경영문제를 결정하고 있다.1) 이 회의체는 상임이사회,

간부회의, 임원회의, 임원간담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설치근거를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은 형식에 그치

는 경우가 많다.

□ 代 表理事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

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원래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이사

회가 가지나 이는 회의체기관이라서 현실적인 집행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므

로 자연인으로서 누군가가 이를 실행해 줄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사중에서

1) 미국의 회사들도 이사회외에 업무집행을 위한 소규모의 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두고 있고, 회사의 경영 및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를 통해 이루어지

거나 사장과 그의 비공식적인 참모로서 기능을 하는 소수의 업무담당이사들의 협

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제5판, 박영

사, 1996, p .6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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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선정하게 하는데, 대내적인 업무집행권과 회사의 대표권을 분리하

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이사는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

나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394). 대표이

사의 수는 제한이 없고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이들을 共同代表理事로 정

할 수 있다(상389).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등기부를 보면 누가

대표이사인가를 당연히 알 수 있으나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

보통 대표이사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이사는 가령 대표이사가 아니더라

도 대표이사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자로서 表見代表理

事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395).

나 . 理 事의 義務

현대 기업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법은 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善 管義務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

사에 대해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상382②,

민681). 따라서 이사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또한 선관의무의 구체적 의무로서 競業禁止와 회사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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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상397, 398). 前者

는 회사의 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거나 同種營業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後者는 이사의 자기거래, 예컨데 자기 제

품의 납품 등과 같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는 거래조건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 올 염려가 있기 때

문에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사의 선관의무는 상근·비상근을 가리지 않고 보수유무에 관

계없이 이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

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상399①),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401①).

□ 理 事會出席義務

선관의무의 구체적 실행으로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사회 성립을 어

렵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결의를 저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임무 해태의 사

유가 될 수 있다.

□ 監 視義務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감시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감시의무는 理事會의 監督權(상393②), 監事의 監査權(상412①)

과 다르다. 이사회의 감독권은 자기시정의 방법으로써 각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지휘하는 것이고, 감사의 감사권은 이사·이사회를 포함한 집행기구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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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제3자적 지위에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이사의 감시

의무는 대등한 이사들 상호간에 위법부당사항을 서로 발견하여 감독·감사기

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 企 業秘密遵守義 務

역시 선관의무의 구체적 실행으로서 이사는 자신이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

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유

가증권 등을 內部去來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에 응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忠 實義務

우리 상법은 1998년의 개정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업운영

을 촉구한다는 취지하에 그간 논란이 되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입법상 도입하

였다. 즉, 신설된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이 기존의 대륙법식 선관의무규정에 더하여 영미법의 침전물이라 할 충실의무

를 규정함으로써 이사책임이 강화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 美 國 ]

영미법상 受託者義務(Fiduciary Duty)는 원래 판례법에 근거한 의무로서 국

내에서는 이를 信認義務 또는 忠實義務로도 번역되고 있다. 이 수탁자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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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 그 의무규범이 광범위하고,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이사 아닌 경영자

급 임원이나 지배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미법상 주의의무란 이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지위에서 보통의 신중

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취하였을 주의력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주의의무는 우리 상법상 善管義務와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다.

영미법상 충실의무는 이사가 수탁자적 지위에서 언제나 정직·공정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정보화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회사의 인력, 시설, 자금 및 영업상 기회를 개인적

이득목적으로 私用禁止, 연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상 주식거래에

있어 진실은폐 등 사기적 수단에 의한 매매금지(SEA 10ⓑ), 내부자 거래로 얻

은 차익의 반환(SEA 16ⓑ) 등 이사·임원·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위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日 本 ]

일본은 1950년 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법령, 정관의 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 의무를 진다」(일본

상 254③)는 충실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과 민법상의 위임규정이 준용

되는 이사의 선관의무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

나, 최근 이사권한의 증대에 수반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미법상의 충실의무를 이 조항의 해석범위에 끌어 들이려는 경향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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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理 事의 責任

우리 상법은 유한책임제도하에서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

록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이사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

편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즉,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한편 이사가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상399①, 401①).

1) 會 社에 대한 損害賠償 責任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상382②)이므로 이사는 受任人으로서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상법은 이사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특별책임을 인정하

고 있다. 즉, 이사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懈怠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상399①),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399②). 또한,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異議를 제기한 기재가 議事錄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399③).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을 법령·정관의 위반과 임무해태로 나눌

수 있다.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은 이사가 개별적·구체적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겸업을 하거나(상397①)

2) 이태로/이철송, 전게서, p .6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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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를 한 경우(상398①), 위법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 또는 법정한도

를 초과하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경우(상470),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상341)

주주의 출자의무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상344), 위법한 이익배당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상462①) 등이 포함된다.

임무를 해태한 때라 함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감독불충분으로 엄청난 금액

의 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금융기관의 경우 충분한 신용조사없이 대출·보

증을 해주고 그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대차대조표를 잘못 작성하여 부당한

이익배당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사의 주의의무는 作爲의 경우에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不作爲 의무 또는 손해방지의무도 포함하는데 예컨

데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도 임무해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사가 단순히 經營上의 判斷을 잘못한 것으

로는 임무해태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사가 지며, 임무해태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로서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고(상

400),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

사의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회사는 그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상450). 책임의 시효는 이사의 책임을 법정책임 또는 위임계약의 불이행

책임으로 볼 때 채권의 일반시효(민162①)에 따라 10년의 消滅時效가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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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 3者 에 대한 損害賠償責 任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사가 임무해태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

을 경우는 이사와 제3자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사 개인차원에

서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특별히 규

정하고 있다(상401①).

따라서 이사가 惡意·重過失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비록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그 이사는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3) 예컨데, 이사가 주식청약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경우, 만기에 지급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

방을 속여서 회사와 거래를 하게 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지나치

게 방만하게 경영한 결과 회사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責 任의 負擔者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

한 이사 자신」이며,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401). 또

한 이사의 임무해태사항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

도 연대책임을 지며(상401①, 399②),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

3) 여기서 악의라 함은 임무해태인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족하고 害意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능히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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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401,

399③).

□ 責 任의 性質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해 학설은

크게 法定責任說과 不法行爲責任說로 나뉘어 있는데,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이

다. 법정책임설에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로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을 인정하고 있고, 이사의 악의·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존재

하여야 하고 제3자에는 회사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주주나 주

식 인수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회사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10년의 消滅時效가 적용된다(민162 ①).

2 . 商法上 監事의 義務와 責任

□ 意 義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당해회사 또는 자회사

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411). 감사의

員數에는 제한이 없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409),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監事選任에 있

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409②). 이는 공정한 감사의 선출을 위한 의결

권행사의 제한이다. 회사와 감사와의 관계는 委任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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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이다(상317②).

□ 職 務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상412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

412④). 이 밖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상391②),

업무감독권에 수반하여 留止請求權(상402), 이사와 회사간의 訴에 있어서의 회

사대표권(상394) 그리고 각종 訴權(상328, 376, 429, 445, 529)이 인정된다.

□ 義 務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상415, 382②)이므로 감사는 회사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受任業務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감

사는 이사와는 달리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競業禁止義務(상397)와 自己去來

禁止義務(상398)의 적용이 없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391②). 이 밖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상413), 감사록의 작성의

무(상413②),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상447④) 등이 있다.

□ 責 任

감사가 수임인으로써 그 임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상414①).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상414②). 감사가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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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414③). 감사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으며(상415,

400),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상415, 400).

< 會社 /理事 /監事 의 責任關係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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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特別法上 任員의 義務와 責任

가 . 公 正去 來法

□ 意 義

1981년 4월 1일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법규정의 구조는 크게 1) 市場構造에 대한 규제 2) 競爭制限行爲의 규제 3)

施行體制 및 規制手段으로 되어 있다.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로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규정(공7 내지 18)이 있고, 경쟁제한행위

의 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공3 내지 6), 부당한 공동행위제한

(공19 내지 22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공23 내지 24②),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공25 내지 28)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시행체제 및 규제수단으로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공6, 17, 24②, 28, 31②, 34②, 55③, 55

⑤) 등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어 있고, 형사적 규제로서 벌칙규정(공66 내지

71), 민사적 규제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공56, 57)이 있다.

□ 損 害賠償責任

공정거래법 제56조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2항)고 무과실손

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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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영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공2①).

공정거래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이 것이 고의 또는 과실책임주의

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업자에게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

제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위반방지의 목적을 달성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공57①), 동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시정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공57②).

나 . 證 券去 來法

□ 意 義

1962년에 제정공포된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에 관한 총체적 규제법인 동시

에 증권거래질서유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증권거래법은 또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 合倂 및 營業讓受制

度, 상장법인의 각종 특례 등 상법에 관하여 많은 특례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시 벌칙을

정하고 있는 등 형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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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實公示에 대한 責任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그 발행회사는 투자의

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시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

에 투자를 행하도록 하는 公示主義를 택하고 있다.

이에 증권거래법은 발행시장 공시체계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

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증8①),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와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증14).

· 당해 유가증권 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법인의 이사

· 당해 유가증권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

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인 등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발행인의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공개매수 신고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준용

하게 되어 있다.

□ 不 公正去來行爲 에 대한 責任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은 시장기능에 의해 자유롭게 형

성되어야 할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동향에 의도적으로 관여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동법 제188조의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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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假裝去來에 의한 時勢操縱行

爲,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시세고

정·안정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풍설유포와 위계 또는 부실표시에 의한 부당

이득의 사기적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세조종행위의 금지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과 협회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이며, 금지대상 거래형태는 이의 매매거래와 그에 관한 위탁

·수탁과 관련된 시세조종행위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책임을 지고(증207②), 동법 제188조의 4의 규정을 위반

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

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증188

⑤)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內 部者去來에 의한 責 任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이사, 임원 및 지배주주와 같은 회사내부자가 투자판

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자 등이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188②). 여기서 부당이득취

득은 증권의 매수에 의한 시세차익과 매도에 의한 손실회피가 모두 포함된다.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시세조종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민사구제의 방법으로서 내부자거

래의 금지규정(증188②)을 위반한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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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증188③), 형사상 책임은

時勢操縱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규정(증188④)의 경우와 동일하다.

□ 任 員의 責任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

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때에는 이사·감사 및 대주

주 1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증58). 여기서 이사·감사

및 대주주 1인의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399조 2항(이사회 결의시 찬성

한 이사도 책임) 및 3항(이사회에서 異議 不提起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 그리

고 제414조 3항(감사와 이사의 연대책임)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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