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鍵靜
담당변호사 전병하， 박진흥 

제 1 심판결 서윷중앙지빙법원 202 l. 2. 4. 선고 2016가협 552456 판결 

변론종결 202 l. 8. 18 

판결선고 202 l. 10. 27. 

문
 

주
 

L 제 1심 판결 중 원고 성칭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읍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피고 고재호는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인 

용긍액 목록 ’피고 1, 2 인용긍액’란 기재 각 돈 빛 이에 대하여 피고 대우조선해 

양 주식회사는 2016. 10. 7 부터， 피고 고재호는 2016. 1l. 3 부터 각 202 l. 10.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피고 고재호와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 3 인용금액 목콕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 부터 202 l. 10. 27 까지는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성정훈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디. 

3. 원고 성정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고재호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위 

thsong
강조

thsong
강조

thsong
강조



뿔뽑 
원고들과 피고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위 원고들이 ， 나머 

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성정훈괴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성정 

훈이 부담한다 

4 제 1항의 가， 나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 

액 1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소장제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 1.까지 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같은 목록 ’청구금액 확장 소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9 .A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각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리(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긍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01 

1. 기초사실 

<=>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 중 제 l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힌다， 

O 제 1심 판결문 제3연 제7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탤지 4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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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심 판결문 치16변 처1111행의 ”결정하였다” 다읍에 "(증자 전 주식 

191 ， 390 ， 758주였다)"를 추기-한다 

O 제 1심 판결문 제 12연 제 2행의 ”을가 제5호증"을 ”을가 제 5 ， 22 , 29호증”으로"을 

는
 

스
 

l 

다 제47호증”을 ”을디 제 3 ， 47호증”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맹인의 쥬창 

피고 회사，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흑이 2015. 7. 15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이때 이 사건 분식회개 사실을 알았거나 늦어도 위 분식 

회계 관련 판결에서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정상주가 형성일로 인정된 2015. 8. 21.1) 

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알았다고 할 것인 데， 그로부터 1년이 경 과한 후인 2016.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 1항 제4호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 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임인은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정상주가 형성임이 2015. 8. 21 이전이악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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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의견 기재 동의자 등이 위 손해를 배상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 162조 

제5항에서는 위 손해배상책임은 1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 

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제나 기재 누릭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 

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릭의 사 

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힌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 

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 

조). 또한 구 외부감사법 제 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 

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연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기 

재누락이나 허위기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떼를 말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 

다48190 판결 참조) 

나) 언론에서 2015. 7. 15. 피고 회사가 그동안 2조 원의 손실을 반영히-지 않았 

고 그 손실액이 3조 원애 육박할 수 있다는 정부 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피고 회 

사의 분식회계 의촉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을가 제 7 ， 11,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제에 의하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5. 

8‘ 18 ’2015. 7. 14 .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1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비l포한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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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틀을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헤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0나2012804 

호(1심 서울중앙지망법원 2015가합561521호l]를 2015. 9. 30. 최초로 제기힌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17 ， 18, 22 , 23 , 25 , 26 , 28 , 35 , 40, 143 , 145, 

148, 156 내지 161, 177, 18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회사는 당시 위 2015. 7. 15 자 언흔보도에도 불구하고 2013, 2014 각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분식회계의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 

고 회사가 2015. 8. 17 공시한 2015년 반기보고서 및 피고 회계법인이 같은 날 공시 

한 2015년 반기검토보고서에도 2013 , 2014 각 회계연도가 아닌 2015년 상반기에 2조 

4， 113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며， 금융감독원은 2015 . 12. 

10.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흑，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고 회 

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이후인 2016. 3. 23.경 비로소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5년 추정 영엽손실 가운 

데 약 2조 4，229억 원을 2013 , 2014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띤서 그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6. 4. 14. 2013 , 2014 각 회계연도 각 재무제 

표에 대하여 합제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공시를 한 사실， 이후 한 

국거래소는 2016. 7. 14. 17:45경 피고 회사에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1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이 2016. 7. 15 부터 거래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은 2013 , 2014 각 회계연도에 대한 이 사 

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분식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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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정 공시를 통해 처음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 

이 이 시-건 분식회계로 인힌 것인지 아니면 2015년 영업 결과로 인한 것인지 분영하 

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연， 위 피고들의 주장처럼 2015. 7. 15.자 언론 보도만으 

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을 정도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 

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제를 안 날로 

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회 

사 및 피고 회계법인이 수정 공시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에 분 

식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2016. 4. 14.경 되어서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분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그 허위기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옴이 타당하다) 

다) 띠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고재호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 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 

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 

에 관하여 비l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비와 같이 피고 회시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킥 공 

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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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무제표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 공시 되 었으며，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순자산l 매출액， 영엽이익괴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 

(과대 또는 과소기l상)된 규모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에 분석 

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지자의 합리적인 투지핀단 또는 피고 회시 주식의 가치에 중 

대한 영향을 마 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디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고재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주식 거 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엽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 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 주식투지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틀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 

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시된 것으로 믿고 2014. 4. 1.부터 피고 회 

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음이 티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제가 있는 이 사건 각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고재호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킥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기제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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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기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콩동하여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고재호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피고 

회시의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 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 고재호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고재호 

관련 형사판결은 1피고 고재호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 

긍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퉁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 공시되는 데에 피고 회사 재무총필부사장인 김갑중과 공모하여 관 

여한 사실’을 인정하고피고 고재호가 적극적으로 담딩 직원들에게 회계분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고재호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고재호의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고재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고재호의 범행 내용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피고 고재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띠라서 피고 고재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구 자본시장볍 제 170조 제 l항은 ’션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 

게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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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구 외부강사법 제 17조 제2항 내지 채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 

부감사법 제 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시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잭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감시보고서를 작성 ，공시험에 

있어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 

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앞서 본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과대 또는 괴소계상)된 규모기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 

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제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 

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 170조 제 l항， 구 외부감사법 제 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 

자자 또는 제3자가 강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하는 깃이다， 그런데 주식거 래 

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 

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 공표 

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마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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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퉁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걱 감사보고서기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와 위 거짓의 기 

재 사이에는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증명잭임이 전흰되는 

것은 손해인과관계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김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피고 회사의 주 

식을 취득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래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고 달라 이 

를 뒤집을 안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 

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 

170조 제 1항， 구 외부감사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고재호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저171호증， 을기- 제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연， 피고 회계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 

하였으나，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핀걸은 ’피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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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 소속 엽기출， 임명섭， 배영규， 강동현의 

위반행위를 땅지하기 위히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구 외 

부감사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허위 기제로 

인한 외부강사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회계법인의 범행 내용 

어l 비추어 보면， 이 시건 킥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제에 대힌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업 

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이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관련법리 

1) 손해애상액의 츄쟁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 3항은 같은 조 제 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 

법 제 170조 제2항은 구 지본시장법 제 170조 제 l항 및 구 외부감사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긍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 

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인과관계 층영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리 손해의 벼l싱을 청구하거니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 170조 치11항 및 구 외부강사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경우， 자본시장법 처11162조 제 3 ， 4항， 구 자본시장법 제 170조 제2 ，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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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중영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연하기 위히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 

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 

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퉁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이-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 

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시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 

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연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퉁 위법행위 이후 매 

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었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헤당 허위공시 등 위 

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참조) 

나) 그리고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그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티l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 

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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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 

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 

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연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 

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영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디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왼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 

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다)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연 

그 정싱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제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힌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피고 회사의 제 14기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날은 2014. 3. 3 1.이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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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 

로 보도되기 시작한 날은 2015 . 7. 15 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 

해는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된 

다 

다.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 고등 쥬장의 요지 

첫째，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이 사건 분석회계 사실이 공표되었으므로，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1피고 회사가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2015년 1분 

기에 적자로 전환되었다1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5. 5. 4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1공표 전 매각분이라 한다)은 그 매도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 

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 l주장) 

둘째 ，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후 원고들이 매도한 주식이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전의 주가 하락분(주식 취득가격과 2015. 7. 14. 

또는 2015. 4. 30.2) 당시 주가의 차액， 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 

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디(제2주장). 

셋째，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3)) 이후의 

2) 2015. 5. 4 직전의 거래일이다 
3) 원고들처험 띠고 회사 주식을 얘수하였던 다흔 투자자들이 피고틀{을 상대로 이 사건 운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악에 따른 손해 
배상을 칭구한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 1 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함5 1 9654(영합)]에서 강정인 최혁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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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분은 이 시-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기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 

다(제 3주장) 

넷째， 이 사건 분식회치l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항펠 수 없다(;<1l 4주장). 

다섯째， 위와 같이 인과관재 없는 손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 

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분식회제 시-실이 공표된 2015. 7. 15. 또는 적어도 

2015. 5. 4. 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수에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l주당 손해액(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4)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 

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 된다(제5주장) . 

2) 제 1쥬장(공요 션 애 각윤 유윤)에 대 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31 ， 142, 148, 151호증， 을가 제2， 8 

호증， 을다 제 12，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1현대중공업’이 

라 한다)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디)는 해양플렌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014년 1분기 및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성한 갑정보고서(을다 제35호증) 및 감정인 최혁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걸패을가 제19호증 을다 제50호증， 이하 위 감정보고서 
와 사실조희회신결괴을 봉흘이 1최혁 작성의 강정보고서1라 한다)에 의하연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로 분석하였고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입인은 위 감정질과을 근거로 2015. 7. 21 정상주가가 형성되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회시는 실령 2015. 7. 21 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갱광수 작성의 대우조선 
히1양의 분식회계 사실 공표가 주가에 이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융가 제3. 4호층， 이하 ’정광수 작성의 보고서’라 한다)에서 운 
석한 uf와 같이 늦어도 2015. 7. 22 또는 2015. 8. 12 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4) 최혁 작성의 강정보고서에 의하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7. 21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 ， 330원이고， 정광수 작성의 보고서 
에 의하연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 2015. 8. 12 로 보았을 때 zf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 ， 190웬 ， 9,598 
원， 10，98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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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4년 동안 계속하여 흑자인 영업실적을 공시하였다. 이처럼 대형 조선3사 중 

피고 회사만이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콕함으로써 2014. 4. 1 경부터 2015. 5. 초 

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많았다. 

(2) 2015. 5. 4.부터 ’피고 회사가 2015년 1분기에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 

로 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니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5. 5. 15. 2015년 l분기 영업손실을 약 433억 원으로 공시하였다. 피고 회 

사의 위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시기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한 피고 회사가 유독 흑자를 기록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동 

안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 

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신임 경영진에 의한 이른바 ’빅 배스 

(Big Bath)’5)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2015년 2분기 이후 실적이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3) 정성립은 2015.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5.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회계원칙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렵 증권사 리포 

트들은 피고 회시의 빅 배스 등으로 201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l알생하였 

음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 CH이d)'으로 변경하거나 목표주가를 하 

향하기도 하었디. 

(4)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 

는 사실이 2015. 7. 15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고의 

5) 옹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진이 전임Ã}{- 재임기간에 누적됐던 손실이나 향후 장재적 부실요소갇 한 회계연도에 모두 만영하여 
일시에 제거함으로써 싣척부진의 책임윤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옴 해에 더육 큰 실적쓸 유도하여 자신의 공적융 부각시키는 
회계기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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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영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고재호가 적으로 손실을 은폐한 것이 

손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분식회계 3조 원니l 빌생한 피고 회시의 해양플렌트 사업에서 

를 했을 것이라는 의촉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발표하였는데，피고 (5) 피고 회사는 2015. 7. 29. 20 1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연결 기준 약 3조 318억 원， 별도 기준 약 3조 1 ， 114억 원이 회사가 밝힌 영업손실은 

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5회계연도 반기 재 

반기보고서가 위 제출일 그 제출하였고 반기보고서를 2015회계연도 무제표가 포함된 

공시되었는데， 위 재무제표상 피고 회시의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무렵 

분식회 2013년， 2014년 피고 회사의 (6) 2015. 9. 21 정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고재호는 이를 부인하였다， 검찰은 2015 ‘ 계 가능성이 

분식회계 의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10. 5. 위 

(7) 2014. 4. 1. 기준 피고 회사와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의 각 주가를 100% 

로 보고 그 이후 주가 변동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연 아래와 같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주가 추01 (2014. 4 . 1 .-2015.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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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 2014. 4. 1 부터 2015 ‘ 5. 3 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종거， 갑 제 169 ， 175호증， 을가 처111 2 ， 13호증， 을 

다 제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 

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과 같이，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 

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결과 위 기간 통 

안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또는 그 유사정보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꼼이 타당하므로， 피고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 회사가 2014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영업흑자를 기록 

한 것으로 공시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5. 4.경까지 언론기사 및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o 2014.4. 30 뉴스토마토 " 1분기 조선 빅3 대우조선만 웃다” 

o 2014. 5. 12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유지， 목표주가 35，000원으로 하향” 

o 2014. 8. 14 뉴스1 "조선 빅3 올 2분기 실적 해앙플랜트가 회비 갈랐다 대우조선 나홀 

로 선전， 해앙플랜트 손실 중당금 지 난해 분산 반영” 

o 2014. 8. 14 대신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7，000원으로 하항” 

。 2014 . 8. 18 거제인터넷신문 “지역 경제 버팀목， 대우조선해앙 맑음 삼성중 흐림” 

o 2014. 9. 2‘ 뉴스펌 ”바되다진 조선주， 빅3 중 톨픽은 대우” 

o 2014. 11 . 5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7，000원으로 하향” 

。 2014 . 11. 18 에너지신문 “대우조선해앙 독보적 경쟁력으로 세계시장 석권” 

o 2014. 12. 12. 동부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0，000원” 

o 2014. 12. 16 뉴데일리경제 ”대우조선l 세계수주 싹을이 칩단기술 무장 LNG선 화제” 

o 2015. 3. 10 조선비즈 ”꼴찌의 반란， 조선 빅3 막내 대우조선해앙， 죄대 영업이익 낸 비 



轉靜
2':I ..Q. ? " 
2 "'C"’ 

o 2015. 3. 16 중앙시사메거진 ”위기 속 희비 엇갈린 조선 빅 3， 대우조선 웃음， 삼성중 눈 

물， 현대중 피눈물， 실적 명함 속에 CEO 평가도 엇갈려， 대우조선은 올해도 순항할 듯” 

o 2015. 3. 17 대신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7，000원 유지” 

。 2015 . 4. 21 동부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0，000원 유지” 

o 2015. 5. 4 하나대투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2)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 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5. 4 의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아래와 같이 

약 44.6%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약 34.1% , 심성중공업의 주가 

는 약 42.5% 하락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률이 다른 대형 조선사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나지 않고， 앞서 본 2014. 4. 1.부터 2015. 5. 4. 직전까지의 주가 변동률 그 

래프로 보면， 대형 조선3사의 주가변동 패턴이 유사한바， 같은 기간 조선 3사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조선업계 전반의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장래 회복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0H .04.01 주기 32 .800원 3 1. 600원 212 .500'웬 

20 15.04.30 주가 18. 150원 1 8 ， 1 50원 14 0.000원 

주가 하락액 1 4.650원 l 3 .4 50원 72， 500원 

주가 하락비올 44.6% 42.5% 34.1 % 

(3 )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달리 201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해양플랜트 부문에 

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양플렌트 부문에서 발생할 잠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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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후 피고 회사의 실적이니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 

가 아래와 같이 다수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 각 언론보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수많 

은 정보 또는 루머가 유통되는 시장에서 다른 대형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해양플렌트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안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도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디는 의흑 또는 루머가 

있다고 전하는 것에 불과할 뿐 분식회계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유 

사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회사는 그러한 의흑을 계속 부인하고 있 

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의혹조차 객관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없었던 이상 그 

러한 보도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마 칠 만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o 2014. 5. 9 이비엔 ”대우조선 익시스 FPSO도 수전억 적자7" 

-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으I CPF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대우 

조선해앙으I FPSO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힘 

-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그룹 판단에 따라 악재를 털고 가는 차원에서 실적 

이 악화될 수 있으나， 매년 산업은행과 경영목표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대우조선은 

입장이 좀 다르다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경영 

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다”고 덧붙임 

o 2014. 8. 7 더벨 ”해앙플랜트 비중 높은 대우조선! 문제없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앙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삼성 

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잇달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동안 대우조선해앙의 매 

줄 성장에 효자 역할을 했던 해앙플랜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음 

- 대우조선해앙 관계자는 ”해앙플랜트 쪽에서 일부 공기지연이 있지만， 당장 실적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실적 가집계 결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으I 2배 

수준인 1500억 - 1800억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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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 8. 18 한국경제 ”조선3사 부실 털어내기 언제까지” 

- 대우조선해앙은 3분기 이후에도 흑자를 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 

으로 아직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대큐모 해앙플랜트 사업이 남아 있어 영업적 

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옴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 시즌 프로젝트의 대우조선해앙 손실 폭이 죄소 수전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함 

o 2014. 11 . 4 뉴스1 "대우조선， 해앙부실 우려 씻었다 홀로 흑자 행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해앙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쌓자 업계에선 사정이 

다른 바 없는 대우조선해양도 곧 부실이 터질 것으로 예상함 

- 대우조선해앙도 2건의 악성 해앙 프로젝트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실적 쇼크 불안감이 

확산됐음 

대우조선해앙만 홀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지난해 분기별로 나눠서 손실금 

을 미리 반영해 시장 충격을 죄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즉은 밝혔음 

o 2014. 11 . 12 더벨 ”대우조선해앙， 업황부진에도 나홀로 흑자 배경은“ 

-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긍정적 전망만을 내동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해앙플랜트 부문에서 손실을 떨어내지 않은 공사손실중당금도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 

으로 추정됨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손실중당금을 상당 수준 반영하기는 하였고， 부실 

자회사 정리도 꽤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해앙플랜트 부문에서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 

중당금이 상당수 남걱져 있을 것이란 예즉이 주를 이룸 

o 2014. 11 . 19 이데일리 “대우조선해앙， 해앙플랜트 설비 인도로 실적 개선 기대” 

- 대우조선해앙 해앙플랜트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루머가 있음 

o 2014. 11 . 24 뉴스웨이 ”미래먹거리 해앙플랜트에 발목 잡ðl 다“ 

- 대우조선해앙은 아직 해앙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지 않고 있지만 불안감은 

감지되고 있음 

- 고재호 사장 연입 확정 이후에 공사손실중당금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임 

o 2014. 12. 16 더별 ”고재호 대우조선해앙 사장， 연임할 수 있을까” 

- 내부에 숨겨진 잠재손실도 만만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어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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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앙이 여타 조선사들처럼 잠재손실을 단번에 떨어내는 ’빅배스’를 

단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o 2015. 3. 10 뉴스펌 ”노무라， 대우조선해앙 자금 부담 커질 것， 매도” 

- 노무라증권은 대우조선해앙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순손실 및 부채 수준이 우려된다며 

매도 의견을 제시했음 

02015. 4.8 뉴스펌 “대우조선해앙 정성립호， 곳곳 암조 험로 예고” 

-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사 빅3 중 대우조선해앙만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많다면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음 

(4)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시 조회를 요구한 

적 이 전혀 없디가， 2015. 7. 15 .자 언론보도 이후 비로소 실사 또는 회계감리를 실시하 

겠다고 밝히고 공시조회를 요구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투자자들도 2015. 7 

15 직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2013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읍을 발행히연서 그 발행규모나 금리에 

있어 큰 차이도 없었다 

(5) 이 사건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박영관， 최기봉， 

하준길， 박동혁， 조일영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 직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가 실 

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계장부상으로 계속히여 흑자흘 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영관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 

계에 대하여 이미 피고 회사 내에 아는 시람이 많았고， 다들 쉬쉬하며 걱정하는 분위 

기였다1고 진술하였고(갑 :.11 132호증) ， 최기봉은 ’진행 중인 공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보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회제기준을 이용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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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영업이익을 좋게 하고 있디는 말을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갑 

껴11133호증)， 박동혁은 ’2013년경 무렵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갑 제 

135호증)， 조일영은 ’회사 전체 직원 시아에서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 

작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 136호증) 

그러냐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의흑 내 

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 

보가 시장에 누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 의심 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 

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발행 주식수， 주식 거래량 퉁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마칠 정도로 그 정보가 누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피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보유 주식수는 위 기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사기 위 법인 부대표에게 보낸 2014. 4 

22 .자 이메일(갑 제 166호증의 1)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회사의 분식 회계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알려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내용은， 

피고 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루머가 있는데， 검찰이 삼성중공업 및 피고 회사와 관련하 

여 STX조선히l 양의 분식회계혐의(인도가 완료되어 손실이 확정된 호선의 건조원가 일 

부를 착공이 시작된 타 호선의 건조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다년간 이익을 과대계상 

함)와 통일한 방식￡로 분식회제를 해오고 있는지를 내사히고 있다는 루머기- 조선엽계 

내에서 돌고 있고， 조선업계 지인들에 따르연 삼성중공업과 피고 회사가 STX조선해양 

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이익을 과대 계상했을 가능성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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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없으며， 최근 모 유력 경제지 기자로부터 삼성중공업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디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분식회계와는 그 방식 및 내용이 다 

르고， 삼성중공업과 피고 회사에 대한 흥문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그 구체적 근거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당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식회계나 그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렴다 

다 I 2015 . 5. 4 부터 2015. 7. 1 4 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다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연. 2015. 5. 4.경 

부터 피고 회사가 8년 반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 

고 회사의 대표이사 정성립도 피고 회사에 그동안 미반영된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힌 

우려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고 회사의 주가가 위 기간 다른 조선사에 

비 해 크게 히락하였고 할 깃인바， 피고들이 제출힌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2015. 5. 4 

부터 2015. 7. 14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나 그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영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기간 주식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5. 5. 4.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실적이 8년 반 만에 적자로 전흰 

할 것으로 전망된다거나 해양플랜트 시업 부분의 손실 은폐가 의심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가 추후 누적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 

상이 나오면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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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 5. 4 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8년반만의 분기 적자 전망” 

- 15일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이 2006년 3분기 이후 34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1 규모도 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짐 

- 업계에서는 고재호 사장 재임기간 동안 연임을 위해 회계 반영을 늦춰왔던 적자가 이 

제 인식된다는 평임 

-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해앙플랜트 저가 수주에 나선 대우조선해앙만이 유독 흑자 

행진을 이어가 업계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고재호 사장 연임 이슈가 올해 조 맞물 

려 그 전까지 저가 수주분에 대한 손실중당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함 

o 2015. 5. 15. 뉴스1 “ 대우조선 1분기 적자는 예고편… 2분기 적자폭 얼마나 커질까7" 

o 2015. 5. 20. 뉴스핍 ”적자전환 대우조선 ， 2분기 얼마나 부실 털어내나“ 

o 2015. 6. 25. 뉴스핍 ’정성립 대우조선사장 숨걱진 부실있다 2분기부터 반영’ 

- 피고 회사의 정성립 사장이 2015. 5. 29 임시주종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6. 25 주|임 후 젓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현대 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이 

해앙 분야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발표했는데 과연 우리만 잘 하고 있었을까 의문을 풍 

었고， 현재 실사 마무리가 안 돼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대우조선도 손 

실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됐다‘고 언급함 

o 2015. 6. 26 중앙일보 "9년만에 컴백 정성립 내실 다질 터 ”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해앙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해앙플랜트 쪽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기본과 원칙에 맞게 호l계원직에 따 

라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힘 

0 2015.7. 13 서울경제 n대우조선 실적 암운 적자 조단위 달할 듯“ 

- 대우조선해앙의 2/4분기 적자폭이 1 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짐. 해앙플랜트 

부문의 부실을 대거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임 

(2)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015. 7. 15 까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직칩 언급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 보도나 증권사 리 

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SI<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의 경우c 2015. 7. 1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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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3.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해 ’매수’ 의 견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증권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 ’으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o 2015. 6. 9 대신증권 리포트 

- 투자의견 중립 (Marketperform)， 목표주가 18，000원으로 하항 

- 7월까지는 긍정포인트보다는 우려 포인트가 부각 예상(CEO 교체에 따른 2분기 빅배스 

가능성 등) 

0 2015. 7. 11 삼성증권 리포트 

- 투자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목표주가 15， 500원으로 하항 

- 죄근 동사 CE。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1 해앙 부문에서 일부 손실이 발견되었음을 언급힘 

o 2015. 7. 14 유안타증권 리포트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l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음 

- 회사의 장기매줄채권중당금1 공사손실중당금 설정 정도에 따라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3)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부터 2015. 7. 14 까지 약 30.7% 하락하였 

다， 반연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하락하긴 하였으나， 그 하락폭은 

피고 회사와 비교할 때 상딩히 작았디(삼성중공업은 약 5.6%, 현대중공업은 약 19.0% 

각 하락).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인 불황 등 조선업에 공통적 인 요인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분 대우조선헤양 삼성증공업 현대중공업 

201 5.05.04 주가 1 8.050원 1 8 ，450원 14 2 ，000원 

2015.07.14 주가 1 2.500원 1 7 .400원 115 ，000원 

주가 하락액 5 ， 550윈 1 ，050원 27 ， 000원 

주가 하락비융 30.7% 5.6%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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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5. 4 부터 2015. 7. 14 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앞서 본 바 

와 같은 적자 전환 및 앞으로의 부정적 전망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마쳤을 것 

으로 보이는바， 위 언론 보도 내용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 

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5)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는 회계법인의 감사 거절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리결 

과 또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과 같이 특정 사건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려졌는바， 언론보도의 특성상 그 분식회계 정보는 2015. 7‘ 

15.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6 )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효율직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 

면 주가가 즉시 변동하고， 가격 변통에 따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적정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 간 의견 차이가 

확대되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데 기반하여， 2015. 7. 15 이전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 

렌된 정보의 누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회사 주가 및 거래회진융6) 

추이와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감정인 최혁은 2015 ‘ 7. 15. 피고 회사의 주가가 

전일 종가 12 ， 500원에서 30% 하락한 8 ，750원으로 폭락한 것에 비하여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규모의 폭락이 없었고， 2015. 7. 15. 거래회전융 

이 2014. 4. 1 부터 2015. 7. 15.까지의 기간 증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거래일들의 

평균 거래회전율의 22배가 념으며，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언 

6) 일별 거래대금윈- 시가총액으로 냐눈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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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보도를 거의 찾이-볼 수 없으므로7) ，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현저한 잘옷이 없는 한 이를 존중히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 

다70420 ， 70437 판결 등 참조)， 법관은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결과에 규법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건헤에 구속되 

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 

건으로서 인과관계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와 문제가 되는 결과 사이의 자연과학적인 인 

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 

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규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데 ， 감정인의 감 

정결과에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인과 

관제 여부에 관한 핀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그 견해에 구 

속펌이 없이 규범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2015. 5. 4. 이후 2015. 7. 15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주가의 변통 추이 등에 비추어 보변， 비록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2015. 7. 15. 이전 일시 

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시장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진 

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인 최혁의 감정결과 중 2015. 7. 15 이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 누출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잡정인 최혁은 피고 회사의 벅 배스 가능성융 언급한 2015. 5. 4 자 끼사는 적자 전환 가능성에 초정을 두고 있고， 언급한 손 
싣 규모도 싹융 뿐안 아니t!l. 피고 회사의 2015. 5. 4 자 주가의 단순수익윤과 비정상수익살융 분석한 검과 봉껴|적으로 유의 
한 ’3동이라고 한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연이 없는 기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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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결국 공표 전 매각분과 관런하여 2014. 4. 1 부터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 

에 한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중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식 

에 대한 손해 부분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Jlll상의 범위에샤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15. 5. 4. 전에 매도한 주식이 없어 피고들이 배상하 

여야 할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할 주식이 없다). 

3) 제 2쥬장(공요 션 하락완 쑤윤)에 대한 판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1 부터 2015. 5. 3.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2015. 5. 4.부터 2015. 7. 14 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대하여는 피고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 사건 분식회계 때문인지 여부가 불 

분영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았다거나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붉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하릭하였음이 증영되었다고까지 보기에 

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들의 증명 이 부족하나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 

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외에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왼전히 Jlll 채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한다) 



轉靜
4) 세 3쥬장(쟁상쥬까 형성영 이 후 하락윤)에 대한 판딴 

가) 이 시-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리앉고 그와 같 

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연 

그외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 

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을가 제 3 ， 4호증， 을다 제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 

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 1.로， 정광수 작성의 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 

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시 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 ，750원 

을 이 사건 분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 

띠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또는 2015. 7. 22 .이나 2015. 8. 12.) 

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1 4.에는 12 ，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 

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 ，750원으로 

30%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 ， 450원에 이를 때까지 제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 ， 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피 

고 회사가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손실을 약 3조 751억 원으로 공시한 

다음날인 2015. 7. 30. 7 ，1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 7. 31 다시 6 ，940원까지 하락 



轉鍵
한 후 2015. 8. 3. 7 ， 010원， 2015. 8. 4. 6 ， 970원， 2015. 8. 5. 7 ， 010원으로 3일 정도 마 

세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피고 회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 ，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 ， 61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릭하여 2015. 8. 21 . 5 ， 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 에도 전날과 같은 5，75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 ，000원에서 7 ，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국변을 보였다 이러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 

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기-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린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 

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민영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 

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판에서 이 사건 분식회재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 

식회계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일 수 없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7. 29. 위와 같이 

영업손실을 잠정공시를 한 후 2015. 8. 17 그 통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정식으 

로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엽손실을 약 3조 1 ， 998억 원으로 콩시하였는데， 위 2015. 8 

17.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대략적인 손실규 

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 ， 750원으로 폭 

락한 이후 2015회계연도 빈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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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 ， 750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 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린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 ， 220원，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분식 

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 ， 640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 ，400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 ， 680원을 각 기록 

하었는데， 이는 위 2015. 8. 21.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 

라서 피고 회사의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 

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인다. 

(4)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시의 대표이사인 정성립이 

1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 

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현대중공 

업，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 

도가 나온 점애 비추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 

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2015. 7. 21. 주가가 반 

등한 점에 비추어 정상주가형성일은 2015. 7. 21.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0 잠정적으로 파악된 손실 약 3 

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만으로는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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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뽑 
영엄손실 규모가 시장에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모 

에 대한 발표를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동일시하기도 어려운 칩， (2) 2015. 7. 

21.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 

원 것이 아니라 2015. 7. 14.부터 2015. 7. 30 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43% 하락하 

여 같은 기간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었을 뿐만 아니라(현대중 

공업 약 14%, 삼성중공업 익 22% 각 하락l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2015. 7 

20 까지 히락하였다가 2015. 7. 21. 반등하기도 하였던 점， @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힌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 

고， 그와 같은 디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마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바l제하기는 어려운 

점， @ 정광수 작성의 보고서도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 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 

정 실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형: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워 2015 . 7. 21 을 정상주가형성일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2015. 7. 29.자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 이후 2015. 7. 

30 부터 피고 회시가 처11167]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3조 1 ， 998억 원으로 공시 

한 2015. 8. 17 까지 피고 회사는 약 7%,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약 6% ,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약 9% 하릭하여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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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잠정 실적 공시는 해당 실적의 구체적인 내 

용이나 원인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회제검토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되는 잠정적인 공시일 뿐인 접， (2) 피고 회사 

의 주가는 위 잠정 공시 이후부터 정식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5. 8. 17.까지 2015 

8. 3.괴 2015. 8. 5 소폭 상승하였던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 

고， 위 2015. 8. 17 이후에도 2015. 8. 21. 5 ， 750원에 이르렀다가 반등되어 6 ，000원에 

서 7 ，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가를 보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던 

점， @ 앞서 본 비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 

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계속 부인하연서 2015회계 

연도 반기 영업손실로 이를 반영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혀 시장에서 영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콕 공개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잠정 공시 후 즉각적으로 그 분식의 영향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띤， 위와 같은 잠정실적 공시는 물론 이후 정식의 공시도 주가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이 유사하다는 단순 비교만으 

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게된 이후인 

2017. 11. 3.경임을 전제로 이얘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3 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2021-0203177650-C46A3 써연흐 딩치’ 에얼 잉니<， 35 f 167 



뿔뽑 g잉i익g미코드 

이지 않는다 

(1)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말표를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 

이 아니라.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렌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알려 

지게 되었다 비콕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인정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자 언론 보도로 히한가까지 폭락하였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 

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분식회계 시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가 있기끼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시l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 

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펴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사 

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 

조에 변화가 있었다-

(3) 한국거래소 작성의 감정보고서 8)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2013. 4. 1 부터 

8) 국민연금공단이 피고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석회 >1I.'i.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올중앙지방법원 
20167r함541234)에서 강정인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감정보고서(갑 제 149호증， 이하 ’한국거래소 작성의 감정보고서’악 한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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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1 까지를 사건기간으로，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여 시건연구 땅법을 통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7. 10. 31.로 분석하였다 

정상주가 형성일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건연구방법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기간(이른바 사건기간) 이전 또 

는 이후의 일정 기간(이른바 추정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게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망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정한 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정상주가 

와 실제주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분 

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통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때를 정상주가 

형성일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고， 추정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건기간으로부터 멸리 떨어진 기간을 추정기간 

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한국거래소 작성의 감정보고서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 5 부터 

2018. 10. 31 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위 추정기 

간 전에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으로 자본구조에 변화가 있었는바， 위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이후를 추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 

방정식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작성 

의 감정보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S) 제 4쥬장 몇 저11 s쥬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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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서 또는 정 

광수 작성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힌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5. 7. 21. 등을 정상주가 형성 

일로 보아 그 날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 

한 손해액만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공표 전 하락분 

또는 공표 전 매각분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최혁 작성의 감정보고서 및 정광수 작성 의 보고서는 

2015. 7. 15 이진에는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주가에 아무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정상주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에 있어도 위 각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띠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결국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 

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Q)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전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걱(단， 매수가격에서 2015. 5. 4 직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지l 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수가격 이 그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의 

종가 18 ， 150~권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18 ， 150원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매도가격을 공제 

한 차액이 되고， (2)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위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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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인 5，7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위 정상주가 5 ， 75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실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원고들의 손해액이 된다)이 된다 9)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 

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 

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을 따른다)，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의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3 인용금액 목록의 원고별 ’당심 인정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 

다) 다만， 원고 성정훈의 경우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순번 107 기재와 같이 매수가액 

합계가 111 ， 168 ，750원이고， 매도가액 합제가 111 ， 368 ， 750원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마. 책임의 제한 

1) 관련 영려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 

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척용된다는 점에 있 

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 

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잭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 

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 

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접을 감안할 띠1. 허위공시 등 

9) 이에 따야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블 작성함에 있어1 정상주가 행성일 이후 정상주가 헝성일의 주가보다 낫게 피고 회사 주식융 
애도한 경우와 변돈종길일까지 계속 피고 회사 주식응 보유한 경우의 "H도단가 및 단주내긍은 각 5，750왼으포 기재하였다 

th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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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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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 

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헤액을 일일이 증영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외 같은 경우 손해분당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 1676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 

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직인 경제상황의 변화， 조선업의 경 

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 

엽도 해양플핸트 사엽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 

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 

락분 중 같은 대형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회사들의 성과나 조선엽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 

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5년에 이르러 2분기 연속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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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러힌 영업손실 사실이 포함된 

2015년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는바，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주기히락분에는 이 사건 분식회제로 인한 부분 외에도 피고 회사의 

2015년도 상빈기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기1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 

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 

역시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 

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엽의 경 

영여건， 영업활동， 장례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디 또한 투지지가 일단 대상 기업의 사 

업보고서외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외 모순되거나 척어도 이를 의심케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매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지 

를 걸정할 때에는 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발표되는 

대상 기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반적인 업계현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변동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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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2015. 7. 15 이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비록 부분적이거나 단핀적으로나 

마 그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유사정보들의 누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런 정보의 내용과 출처의 신빙성， 구체성 등을 따져 피고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진정성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부를 결정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매수를 

포기하거나 일단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위 

험이 예상되었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정보를 인식힌 

상태에서 매수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매수한 피고 회시 주식을 그 정보 취 

득 후에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중 적어 

도 일부는 스스로 강당히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디 

다만，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 2015. 7. 15 전 기간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 여부 또는 매수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되어 시장에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로 구체 

적이라거나 신뢰할만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영 

향 정도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2015. 7. 15.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 

회계의 공표로 인힌 주가 폭락，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거래정지 등으로 주식 

처분 등 원고들이 손실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 

성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 

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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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잭임제한 비윷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시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 

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 

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 

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회계감사인은 검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 

요한 왜콕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 

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 

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제적인 

힌계가 있다 

(3)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1총공사예정원가1의 과소 추정이나 정기매출 

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등은 추정이나 평기-의 문제로서 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연이 있고， 특히 해양플렌트 사업의 공사예정원가는 인건비나 재료 

비 단가， 환율， 유가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과거 건조 경험 

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내 조선회사에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 

하여 이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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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고재호가 부담하는 책임과 피고 회계 

법인의 책임을 통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에 부합한디고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기 대표이사인 피고 고재호 

는 물론 임직원들까지 개입하여 8년 가까이 장기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하여 

2013 , 2014 각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긍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 

렀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가능성을 인지히고도 검사보고 

서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거짓된 재무제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 

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고제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 

어 타당하다. 

바，소결 

1) 원고 성정훈에 대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성정훈의 피 

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디 

2) 펴고 회사， 피고 고재호는 공통하여 원고 성정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목록 1피고 1, 2 인용금액 1란 기재 각 

돈(별지 3 인용금액 목록 ’당심 인정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를 곱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회사는 2016. 10. 7. , 

피고 고재호는 2016. 11. 3 .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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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고재호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 3 인용금액 목록 1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 3 인 

용금액 목록 ’당심 인정 손해엑’란 기재 각 돈에 피고 회계법인의 잭입 비융 30%를 곱 

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6 부터 피고 회 

계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성정훈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l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 1심 판결 중 원고 성정훈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외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이 부분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성정훈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 

여야 할 것이나， 원고 성정훈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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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원고 성정훈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 제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판결 등 참조)， 원고 성정훈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형 좌찮꼈 鍵
판시 이승한 OJ 승 창 !藝

、"--'"

。 Zr 「 훌훌 
판사 윤종구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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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뽑 
별지1 

원고들목록 

1. 김영미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13 ， 1 301동 1204호 (탄현동， 탄현마을13단지아파트) 

2. 황규선 

서울 노원구 동일로213길 21 , 104동 1206호 (상계주콩 l딘지아파트) 

3 박혜영 

대구 북구 내곡로 49 , 105동 1404호 (사수동， 이편한세상대구금호) 

4. 김경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63 , 105동 1504호 (율정동， 신일아파트) 

5. 이준영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84 , 일화빌딩 5층 하늘약품 

6. 이우진 

강릉시 사천연 망동길 36 , 102동 101호 (강릉아산병원아파트) 

7. 정우철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45 , 관리사무소 (길산동， 두산아파트) 

8 강현식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55 , 802동 801호 (판교동， 판교원마을상록아파트) 

9 이호섭 

울산 동구 일산진9길 12 (일산동) 

10 김덕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12, 113동 2302호 (녹양동， 녹양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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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청구금액 목록 

단위 원 

정구긍액 확장 

소청징구제급출액시 
정리(1) 정리 (2) 정리 (3) 

솔젤링잉젊 0 보9유71계00주0산원원식→)재1 ， 단π주01해0훌긍r자 소계 
정구급액 

순언 원고 보식유수주 딘수주 

@ @ @ @ @ =@@+@ + @=(!)+@ 

김영미 14,915,500 14,915,500 

2 횡규선 20,452,000 20‘452,000 

3 박혀|영 44,808,360 2,590,655 2,590,655 47,399,015 

4 깅경현 70‘468,550 70‘468,550 

5 이준영 227,249,220 227,249,220 

6 이우진 108,604,260 108,604,260 

7 정우질 6‘ 550,440 6,550,440 

8 강힌식 73,360,870 73,360,870 

9 이호성 24,048,000 14,337,00U 2,700 14,337,000 38,385,000 

10 김덕현 9,615,200 4,035,60U 760 4,035‘ 600 13,650,800 

11 김엉수 4,668,550 2,230‘ 20U 420 2 ，23α200 6‘898,750 

12 정성현 10,720,000 10,720,000 

13 문혁 24,560,000 24,560,000 

14 이잉실 5,990,400 2,973‘ 60U 560 2,973,600 8,964,000 

15 민인식 36,235,410 36,235,410 

16 횡영호 7,364,410 3,239,10U 610 22‘770 9 3,261 ,870 10,626‘ 280 

17 지절회 46,103,000 18,585,00U 3,500 18,585,000 64,688,000 

18 박일순 55,948,500 22,833,00U 4,300 22,833,000 78,781 ,500 

19 *nιi .*E‘ 19,676,600 3,929,40U 740 3,929,400 23,606,000 

20 문영호 18,739,500 8,230,50U 1,55U 8,230,500 26,970,000 

21 강태순 228,403,000 43,542,00U 8,20U 43,542,000 271 ,945,000 

22 김성용 15,269,000 8,602,200 1,620 8,602,200 23,871 ,200 

23 신미례 20,380,00U 10,620,000 2,00U 10‘ 620‘000 31,000,000 

24 강인혜 4,851‘ 200 1,752,300 330 1,752,300 6,603,500 

25 정송호 21,395,00U 21‘ 395,000 

26 표민수 22.735,00U 22,735,000 

27 서기연 71,138,59U 71 ,138,590 

28 이태신 25,013,950 25,013,950 

29 죄훈일 4,624,370 2,761‘ 200 520 20‘ 240 8 2‘781 ,440 7,405,810 

30 이상질 10,659,600 2,867,400 540 2,867,400 13,527,000 I 
31 강영주 16,552,500 5,31U,000 1,00U 5,310‘000 21 ,862,500 I 
32 허재원 32,230‘000 32,230,000 I 
33 김준섬 4,342,40U 4,342,400 

34 박수영 538,30U 371,700 70 371 ,700 910,000 

35 배현용 28,420,00U 28,420,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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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인용금액 목록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피고 1, 2 
피고 1, 2 

피고 1, 2 피고 3 
피고 3 

피고 3 
순 당심 인정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 중 

언 
원고 

손해액 
인용금액 

소징 
나머지 인용금액 

〈정 
나머지 

(=손해액 . 0.7) 
정구금액 

인용금액 (=손해액 . 0.3) 
정구금액 

인용글액 

김영미 13,162,000 9,213,400 9,213,400 o 3,948‘600 3,948,600 o 
2 횡규선 20,452,000 14,316,400 14,316,400 0 6‘135,600 6,135,600 o 
3 빅혀|잉 43,313,800 30,319,660 30,319,660 0 12,994,140 12,994,140 0 

4 김경현 68,274,750 47,792,325 47,792,325 0 20,482,425 20,482,425 o 
5 이준영 193,574,220 135,501 ,954 135,501 ,954 o 58,072,266 58,072,266 o 
6 이우진 60,380,760 42,266‘532 42,266,532 o 18,114,228 18,114,228 0 

7 정우절 6,550,440 4,585,308 4,585,308 o 1,965,132 1,965,132 o 
8 강연식 47,969,220 33,578,454 33,578,454 0 14,390,766 14,390,766 o 
9 이효섭 27,450,000 19,215,000 19,215,000 0 8,235,000 8,235,000 o 
10 김덕연 10,572,650 7,400,855 7,400,855 0 3,171 ,795 3,171,795 0 

11 김영수 4,889,750 3,422,825 3,422,825 0 1,466,925 1,466,925 o 
12 정성헌 7,571 ,000 5,299,700 5,299,700 0 2,271 ,300 2,271,300 o 
13 운획 21 ,860,000 15,302,000 15‘302,000 0 6‘558,000 6‘558,000 0 

14 이앙실 6,633,000 4,643,100 4,643,100 0 1,989,900 1,989,900 o 
15 민인식 36,235,410 25,364,787 25,364,787 0 10,870,623 10‘870,623 o 
16 황영호 7,675,600 5,372,920 5,372,920 o 2‘302,680 2‘302,680 o 
17 지절회 42,740,000 29,918,000 29,918,000 0 12,822,000 12,822,000 o 
18 박일순 56,189,000 39‘332,300 39,332,300 o 16,856,700 16,856,700 o 
19 승효순 9,176,000 6,423,200 6,423,200 0 2,752‘800 2‘752,800 o 
20 운영호 19,220,000 13,454,000 13,454‘000 0 5,766,‘000 5,766,000 o 
21 강태순 196,210,000 137,347‘000 137,347,000 o 58,863‘000 58,863,000 o 
22 깅성용 17,011 ,000 11 ,907,700 11 ‘907,700 o 5,103‘300 5,103,300 o 
23 신미례 20,550,000 14,385‘000 14,385,000 0 6,165,000 6,165,000 o 
24 강인에 4,088,000 2,861,600 2,861,600 0 1,226,400 1,226,400 0 

25 정승호 12,400,000 8,680,000 8‘680,000 0 3,720,000 3,720,000 o 
26 ... 민수 14,938,000 10,456,600 10,456,600 0 4‘481 ,400 4,481 ,400 o 
27 서기연 71 ,062,740 49,743,918 49,743,918 0 21 ,318,822 21,318,822 0 

28 이태신 19,778,000 13,844,600 13,844,600 0 5,933,400 5‘933,400 0 

29 죄흔일 5,218‘350 3,652‘845 3,652,845 o 1‘565,505 1,565‘505 0 

30 이상절 6,696,000 4,687,200 4,687,200 o 2,008,800 2,008,800 o 
31 강영주 12,400,000 8,680,000 8‘680,000 0 3,720,000 3,720,000 0 

32 허재원 24,251 ,500 16,976,050 16,976,050 o 7,275,4 50 7,275,450 o 
33 깅준성 3,864,000 2‘704,800 2,704,800 0 1,159,200 1,159,200 o 
34 익수영 626‘500 438,550 438‘550 o 187,950 187,950 0 

35 배현웅 28,420,000 19,894,000 19‘894,000 o 8,526,000 8,526,000 o 
36 벅상영 51 ,175,400 35,822,780 35,822,780 o 15,352,620 15,352,620 o 
37 슨징선 47,950,000 33,565,000 33,565,000 0 14,385,000 14,385,000 0 

38 윤우훈 5,404,000 3,782,800 3,782,800 o 1,621,200 1,621,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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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손해배상계산표 

별칩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엑셀파일 내용과 같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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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뽑 

등본입니다. 

202l. 10. 28.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지영 魔

※ 각 법원 민원실메 설치된 사건검색 컬퓨터의 발굽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번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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