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1998. 7. 24 서울지법 민사합의 0부는 J은행 소액주주 61명이 H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동 은행의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400억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

등을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해야 하는데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임무를 회피한 것 이라고

그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경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소수주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손실에 대해 經營陣이 賠償責任을 지

도록 하므로써 기업주와 경영진의 민사책임을 인정하였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會社任員陣의 義務·責任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

요 이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대표소송제기의 持株比率을 종전 총발행주식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하향조정( 98. 11 상법개정)

· 公企業의 경우 이사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부

투자관리법을 개정하여 감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책임주체를 확대추진(상

법원용)

· 금융기관의 경우 정식 임원진외에 대주주나 그 측근으로서 경영에 개입한

직원들도 임원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기준마련(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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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추진)

· 일반기업파산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共同管理人이, 그리고 퇴출금융기

관의 경우 管財人이 전직 임원진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토록 허용추

진

· 기업의 粉飾會計, 虛僞公示 등으로 유가증권소지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개별소송이 아닌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의 도입

추진

· 이사회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외이사제의 확충(정보요구권 부여 등) 및 현

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회제로 변경하여 감사기능의 독립검

토

· 고용, 보직, 승진, 임금, 교육, 서비스 등에서 남녀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 등이 있다.

前述한 대부분의 사항은 97년 12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 각 부문에서

의 구조개혁와중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는 회사경영진의 責任性 不在와 企業

經營의 透明性 미흡이 오늘의 국가경제위기를 자초한 國際信認度 하락에 중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경영진의 의무·책임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기업환경의 변

화를 살펴보면, 국제적 회계제도 및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인수·합병·퇴출관련제도 정비, 계열

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M&A 전면허용과 지주회사 설립허용 검토, 중소기

업 및 벤쳐·지식집약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과 건전성 감독강화, 소수주주의 권한강화와 지배주주의 법적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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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이사라는 직책은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다. D&O

보험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더라면 이사직 취임거부도 고려했을 것 이라는

어느 싱가폴회사 임원의 말이 실감난다. 이 報告書는 任員賠償責任保險을 소

개함에 있어 먼저 우리 商法과 公正去來法 등 特別法上 理事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고, 두번째로 최근 회사경영진의 責任性 강화차원에서 자주 등장되는

代表訴訟의 槪要를 살펴보며, 세번째로 D&O 책임보험의 현황과 주요내용 그

리고 任員賠償責任危險에 대한 언더라이팅 측면을 살펴보고, 끝으로 현행

D&O 책임보험의 保險約款을 해설하는 順으로 構成하였다. 이 중 D&O 危險

의 언더라이팅과 보험약관해설은 상당부분 미국의 International Risk

Management Institute社가 발행한 임원배상책임 매뉴얼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D&O 英文約款條項과는 일부조항이 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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