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任 員 賠償 責 任保 險 (D&O Lia bility Ins ura nc e)

1. D&O 賠償責任保險 槪況

가 . 意 義 / 成立 背景 ·加 入現 況

□ 意 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극히 최근에 두각

을 나타내기 시작한 기업성보험이다. 1997년 말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 각 부

문에서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회사임원의 의무와 책임은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게 되었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임원개

인은 재산적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기업은 회사의 위험관리와 유능한

인재확보의 차원에서 이 보험의 效用性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

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회사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에는 ①회사소송 ②주주

대표소송 ③제3자소송이 있다. 회사소송은 회사(감사가 회사를 대표)가 자사의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

원에 대하여 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訴이며, 제3자소송은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의 소를 말한다. 이 중 주주대표소송과 제3자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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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증권상 담보되나 회사소송에 관해서는 담보

되지 아니한다.

□ 成 立背景·加入 現況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929년 영미주식시장이 붕괴된 직후 런던시장에서 판

매된 것이 그 효시이다. 그 후 30년간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60

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된 주식회사의 발달과

함께 4가지 획기적 사건으로7) 동 보험의 수요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 인수합병등의 구조조정과 금융파생상품의 사고다발 등으로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 컨설팅회사(Wyatt Co.)의 1996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 대기

업의 95%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자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입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97년 말 현재 東京證市 상장기업의

80% 이상이 동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장외등록기업등 비상장기업에까지 급속

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8년말 현재 110여개 회사가 동 보험에 가입하

고 있고, 앞으로 국가경제상황과 경기동향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과 주주대

표소송 및 사외이사제 보완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동 보험의 수요는 크게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7) 미국에서의 4대 사건 : (判決 : SEC v. Texas Gulf Sulphur, 1968) 회사 주식의 내

부거래시 임원은 공시의무가 있음을 판시. 개인적 이득을 위한 내부거래를 유죄로

판결. (判決 : Escott v. Bar Chris Const. Corp ., 1968)유가증권등록신고서상 허위기

재한 임원 및 회계사는 남을 속일 의사가 없었더라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 남

을 속일 의사가 없었음은 소송방어상 대항력 없음. (法案通過 : Dalaware's Corp .

Indemnification Law, 1967) 임직원배상책임보험의 구매·유지 권한을 회사에 부여.

(內國稅廳(IRS)判定)회사지급 임배책보험료의 손비인정, 개인지급 보험료도 개인

소득세계산에서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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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約 款體 系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Policy」로서, 이 증권하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은 ①개별임원이 개인적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

담하는 배상책임담보(D&O Liability Coverage : Coverage A ) ②동 배상책임에

대한 회사보상담보(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 Coverage B)로 나뉘어진

다. 會社補償擔保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

하여 회사가 해당임원에게 동 손해배상금(방어비용 포함)을 적법하게 보상하

는 경우에 회사가 입는 손해가 된다.8)

미국에서는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하는 제도가 명문으로 각 주법

에서 인정되고 있어 위 두가지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D&O 보험증권구성은

미국고유의 입법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위험담보

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보험구입할 수 없다.

일본은 90년대에 들어와 해외기업의 일본인 임원이 해외에서 피소되는 것

에 대처하여 미국회사법에 기초한 영문약관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

으나, 그후 주주대표소송의 급증 등 기업환경의 변화로 1993년 대장대신의 인

가를 받아 일본어약관을 병용하고 있다. 동 약관의 구성을 보면, 영문약관상의

회사보상담보를 삭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①제3자소송 ②주주대표소송으로 대

별하되, 임원패소시의 주주대표소송의 위험(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은 특약으

8) 여기서 「적법하게」라 함은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이 법령, 정관 등에 의하여

정히 허용 또는 강제되는 경우를 말함. 대부분의 주법은 회사보상허용의 전제로서

임원이 신의성실(in good faith)에 입각하여 자기임무를 수행하고 회사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in best interest of corp .)을 다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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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담보토록 하고 있다(임원승소시의 소송비용은 보통보험약관에서 담보).

주주대표소송을 특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배경은 임원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지게되는 배상책임위험을 보험으로 전가하면서 그 보험료를 피해자인 회사가

부담함은 모순이 있다라는 점에 연유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위험을 담보하

는 특약보험료는 임원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전체보험료의

10%상당).

우리나라에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일본에서와 같이 해외주재임원들의 현

지 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91년 영문약관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

용하고 있다. 동 영문약관의 사용은 우리 상법이 미국회사법상 이사회제도를

받아 들이고 있고 업무집행기관과 상거래관행 등이 미국의 체계와 유사하며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되

고 있다. 약관체계는 따라서 미국의 D&O 약관과 동일하다.

다 . 保 險契 約者 / 被 保險 者 / 保 險料 와 稅 務處 理

□ 保 險契約者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의 적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

는 보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法人格이 갖는 경영위험을 담보하는 셈이

다. 따라서 동 보험가입의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회사이고, 회사가 보험계약자

이자 보험료 부담주체가 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보험은 회사의 전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적으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관점

에서 보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부 임원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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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 保險者 (任員 또 는 會社 )

D&O 증권상 임원배상책임부문(Coverage A)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 되고

회사보상부문(Coverage B)에서 피보험자는 회사가 된다.9) 우리 상법은「임원」

이란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

는 임원을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

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상업사용인을 말하고 있다(공2⑤). 여기서 「이에 준하는 자」란 법률상 또

는 정관상의 임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들 임원과 동등하거나 유사

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감사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의 직책으로 이사에 준하는 지위(회사와 준위

임관계)를 갖고 실제적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증권상 기재된 자로

확대하려는 경향에 있다. 이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근이사와 비상근이

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또한 피보험자인 임원은 ①현직임원뿐만 아니라 ②퇴임임원(초년도 계약이

전 퇴임임원 제외)과 보험기간 중 새로이 선임된 임원 ③임원이 사망한 경우

는 상속인(법인), 파산한 경우는 파산관재인 그리고 子會社의 임원도 포함한

다.

여기서 子會社란 증권상 기명된 회사가 일정비율(D&O 약관상은 50%)이상

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9) 회사의 직접책임에 관하여는 D&O 증권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님. 따라서 회사가

단일피고인 경우는 D&O 증권은 담보하지 아니함. 직접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

카버가 필요하며, 증권법률위반과 고용관계클레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카

버가 가능함. Shasi Gangadharan, 「아시아 국가의 D&O 보험과 위험」, D&O 세미

나자료 (J&H/M&M 주최),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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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증권상 피보험회사는 ①증권상 기명된 모회사와 자회사 ②보험기간 개

시후 새로이 설립한 자회사 ③보험기간 개시후 새로이 인수·획득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자회사가 다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孫會社도 피보험회

사가 된다.

□ 保 險料와 稅務處理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自由個別料率에 의한다. D&O보험이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 위험수가 한정되어 있고 대수법칙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

험요율의 산정은 개별보험자의 언더라이터가 청약위험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언더라이터는 외적으로 해당국가의 경제사

회상황 등을 살피고 내적으로 청약회사의 규모, 사업내용 및 영위지역, 임직원

수, 부채비율 등 주요재무비율, 자회사 운영현황, 인수합병의 전력, 해외사업활

동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요율은 또한 보험계약조건,

즉 보험가입금액,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 담보지역과 재판관할구역, 피보험자

분담금비율 및 공제금액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에 관하여 그간 동 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지급의 경우 손비인정은 되나 피보험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논란

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98년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보험료

를 근로소득의 범위(제38조)에서 제외하고 주주대표소송 담보부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하므로써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대표소송 담

보부분의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실무상으로는 일본의 사

례를 참조하여 상장사의 경우 10%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 예상된다.

영미국가의 경우 기업경영의 필요비용으로 손비인정이 되고 있고(개인부담

보험료도 비보상성 부가급여로 분류하여 과세소득에 불포함), 일본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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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에 의해 보통보험약관부문의 보험료(전체보험료의 90% 상당)는 필

요경비로 손금산입하고 있다. 특약보험료(전체보험료의 10% 상당)는 회사부담

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여 급여과세하고 있으나 이 보험료도 전액 손비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라 . 補 償하 는 損 害 / 補償 하지 않는 損害 / 補償 限度

□ 補 償하는 損害

이 보험은 회사의 임원이 업무수행상 범한 위법행위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방어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위

법행위」란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이 행한 잘못, 잘못된 진술, 판단

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위반 또는 태만 및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된 사항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보수 및 기타 클레

임방어관련 각종 조사비용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증권은 이 방어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先支給하고 있다. 만일 제기된 배상청구가 면책클레임으로 판명되

는 경우 동 선지급된 방어비용은 회수된다.

□ 補 償하지 않는 損害

D&O 증권상 면책위험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① 공서양속 에 反하 는 것을 이유로 한 면책사유 : 1) 임원개인이 사적이

득을 취하므로써 제기되는 배상청구 2) 임원의 부정직, 불성실,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3) 주주의 승인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와 관련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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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 4)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배상청구 5) 정치단체, 공무원, 거래처 등

에 이익제공을 이유로 한 배상청구

② 보험증 권상 담보위험의 명확화 를 위 한 면 책사유 : 1) 보험기간 개시

일 이전에 제기되었거나 개시일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으로부터 연유

하는 배상청구 2) 보험개시일(또는 소급일)이전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

구

③ 다른 보험과의 중복회피 를 위한 면책사 유 : 1) 오염·공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2) 대인배상·대물배상·인격침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3) 전문인

배상책임/제조물배상책임과 관련한 배상청구

④ 기업내 내분 이나 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 유 : 1)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2)

부당해임·차별대우를 이유로 하는 배상청구 3) 어느 임원이 주주 등 유가

증권보유자를 앞세워 다른 임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

⑤ 기 타 면책사유 : 1) 보험가입·유지를 못한 것을 이유로 한 배상청구

2) 회사가 피합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임원이 회사유가증

권(주식 등)을 시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제기되는 배상청구

(Greenmail Exclusion) 3) 회사 또는 회사재산의 임원에로의 매각과 관련한

배상청구 4) Y2K 문제로 제기되는 배상청구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위 면책사항 중 절대적 면책은 ·임원의 부정직 ·개인적 이득 ·내부자

거래 ·주주의 승인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유가증권 보유자 ·차별대우

등과 관련한 면책이고 통상 담보범위 A(임원배상책임부문)에만 적용된다. 나

머지 면책사항은 상대적 면책으로 분류된다. 절대적 면책이든 상대적 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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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그 배상청구사유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피보험

자가 지출한 필요타당한 방어비용은 보상될 수 있다.

□ 保 險者의 補償限度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두개의 限度에 의하여 제한된다.

하나는 1賠償請求當 限度이고 다른 하나는 年間單一限度이다. 이 중 연간단일

한도는 임원배상책임부문(Coverage A)과 회사보상부문(Coverage B)에 공히 적

용되는 단일한도로서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총누적보험금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0)

또한 클레임 또는 클레임방어비용에 있어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

임액이 증권상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방어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데 비하여 D&O 보험에서는 배상책임액과 방어비용의 합계가 보상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보상한도액의 설정은 개별국가

의 경제·사회·법률제도 그리고 회사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

□ 控 除金額과 自己負 擔率

D&O 증권상 공제금액은 1배상청구에서 1임원당 공제금액과 全任員合計

공제금액으로 나뉜다. 1배상청구에서 1임원당 공제금액의 합계는 전임원합계

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후술되는 약관해설 참조), 공제금액은 담보위험별

(Coverage A와 B)로 설정됨이 보통이다. 손해액(배상금과 방어비용의 합계)에

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일정비율을 피보험자가 부

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험의 자기부담율 또는 위험분담율이라고 한다. 보

10) 드물지만 per claim aggregate를 단일한도로 하지 않고 coverage A와 B별로 구분하

여 각각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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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위험분담율은 통상 95% 대 5%로 하고 있다.

□ 保 險期間과 延長通 知期間 (Extended Reporting Period)

보험기간은 원칙상 1년이나 실무상으로는 임원의 임기인 3년을 보험기간으

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연장통지기간약관은 보험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

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를 구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

하는 사이에 제기될 지도 모를 배상청구에 대처하여 갱신거절일 또는 해지일

부터 일정기간(통상 60일 내지 1년)내에 통지된 배상청구는 담보한다는 취지

의 약관이다. 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前 契約의 보험기간(또는 소급일

이후)중에 행해진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가 연장통지기간 중에 제기된 경

우에 한하며 연장통지기간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가 연장통지기간중에

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약관의 사용은 추가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한

다.

2 . D&O 危險의 언더라이팅

가 . 意 義 / 節次

□ 意 義

보험계약의 체결은 계약당사자간 意思의 合致로 성립하나, 보험자입장에서

는 청약된 각양각색의 개별위험을 동종동류의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위험의 동

질화를 꾀함으로써 장래 손해발생의 예측성을 가능케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언더라이팅」이란 말이 사용된다. 즉, 언더라이팅은 궁극적으로 어떤

위험을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를 意思決定하는 過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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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약된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①손해발생의 요인과 상황을 조사하여 평

가하고(hazard recognition & evaluation) ②위험선택(risk selection) ③보험가격과

조건의 결정 ④재보험처리강구 등 위험인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위험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험의 동종·동질화를

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불허의 새로

운 형태의 클레임출현 및 클레임종결 처리기간의 장기성 등 배상책임위험의

속성으로 언더라이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D&O 언더라이터는 아래

「언더라이팅 흐름표」에 준거한 과정과 과정별 의사결정을 축적된 경험과 센

스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節 次

언더라이터는 청약된 위험에 대하여 정보의 충분성을 검토하고 정보가 충

분치 못한 경우 추가정보를 수집, 위험요인의 조사와 평가를 완벽히 한다. 이

과정에서 검토사항은 위험의 실체와 성격, 상품과 가격,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가 고려되며, 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타나는 경우 인수거절을 결정한다.

청약위험의 良否決定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개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더라이터는 보험자의 책임한도액과 재보험처리방법의 변경, 손해

경감활동의 실시, 면부책사항과 자기부담액의 조정 등 보험조건의 변경 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각각의 代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의 대안

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는 인수거절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최종결정사항

을 마켓팅부서에 통보하고, 당해위험에 대한 언더라이팅 성과를 수시로 모니

터함으로서 차기 언더라이팅 활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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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흐 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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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危 險狀 況의 調査 및 評 價

□ 언 더라이팅 데이타

1) 최근년도 연차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2) 주총시 주주에게 송부한 대리

투표 관련자료 3) 회사정관(회사보상관련등) 4) 임원 및 자회사 명단 5) 회사

에 대한 최근년도 신용평가회사 또는 증권분석가 보고서 6) 회사주식인수 또

는 매수를 위한 권유장 및 설명서 7) 감독당국에 제출한 재무상황보고서 8)

정부계약명세서 등

□ 調 査·評價要綱 (Ⅰ )

중 점 조 사 사 항 질 의 사 항

①

재무

상황

·이익잉여금 추이

·배당실적

·부채비율

·운용자금충분성

·수익율

·신용대부능력

·과대잉여금은 재산운영이 미흡하거나 신규

사업 개척이 미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총자산대비수익율/순자산대비수익율/판매고

대비수익율(세후)이 적정한가 (흑자시현정

도와 배상청구빈도는 반비례)

②

경쟁

상황

·산업내경쟁력 순위

·시장점유율

·회사수입원

·시장점유율이 너무 작아(5%이내) 피합병의

가능성은 없는지

·회사수입원을 몇몇 대형고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③

내부

구조

·회사의 대 클레임정책이 화해를 통한 해결

추구형인가, 법원판결을 통한 버티기형인가

(화해추구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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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

구조

·인수/합병/자회사매

각

·소송정책

·주식재매입/신주발

행

·소유분산

·외부유관기관과의

관계

·회사규모

·기업라이프사이클

·회사조직구조

·대외이미지

·상장/비상장

·보험클레임 실적

·인수/합병/자회사처분으로 다운사이징한 회

사가 아닌가

·너무 자주 주식재매입 또는 신주발행하지

는 않는가

·은행, 회계법인, 법률회사, 투자회사, 보험

브로커 등 외부서비스기관을 자주 바꾸지

않는가

·소유구조가 다양한 계층의 주주로 구성되

어 있지는 않은가

·주력업종에서 벗어나 다기화된 다른 업종

도 영위하고 있는가

·경영지배방식이 중앙통제식인가 지점분권

식인가 (중앙통제식 선호 : 재정수지면에

자율권이 있는 자회사를 다수 갖고 있는

모회사에 대하여는 세심한 언더라이팅 요

망)

·주식소유분포가 경영진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공개·상장회사인가 (후자

가 전자보다 위험 大 )

·다른 보험종목의 손해율이 불량하지 않은

가(불량하다면 회사의 위험관리 및 방재프

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고용법/공정거래법/증권법/환경법 관련소송

또는 클레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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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

구성

·회사이익과 개인

이익의 상충가능

성

·일인지배정도

·이사회 구성멤버

교체율

·최고경영자의 일인지배정도가 어느 정도이

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의 얘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형이 아닌가

·이사회 구성멤버를 자주 교체하지는 않는가

* 위 사항중 ①, ②, ③과는 달리 ④의 조사사항은 임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임원개개인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것이 요망되며 필요시 해당임

원과 면담시도도 바람직함.

□ 調 査·評價要綱 (Ⅱ )

중 점 분 야 질 의 사 항

①

회사

지배

구조

이사회 사항

·이사회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는가

·권한수여와 권한행사간에 균형이 이루어 지

도록 책임분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이사회를 충분하게 자주 개최하는가

·표결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가

·위험평가·손해방지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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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원

·회사경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가

·업무상 의무이행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수행하는가

·회사내부통제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

·업무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업계의 업무지침 개정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익상충문제에 있어 늘 감시하고 있고 정

기적으로 이를 공표하고 있는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가

·외부충고에 도전적으로 응할 수 있는가

②

특수

위험

상황

재판 관할권

·회사보상이 가능한가

(프랑스,이태리 등에서는 불가)

·해당국가의 법적체계에 특이점은 무엇인가

(스페인의 逆 거증책임제 (결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 미국의 집단소송제 등)

·회사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특히 동구권 국가)

·외국인주주가 있는가/국내주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특히 책임문제와 관련)

- 44 -



US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회계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미국의 감독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

는가

·소비자의견에 대한 회사의 정책

·장래의 사항을 미리 예시하고 있지는 않은

가

·이 부문에 박식한 미국현지이사를 잘 활용

하고 있는가

이사의

독립성

·업무담당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의 구성비

율이 적정한가

·비업무담당이사는 회사경영정책(전략, 경영,

재원등)판단에 독립성을 이끌고 있는가

·이들의 의견이 비중을 실을 수 있도록 충

분한 권한과 수의 유지가 되어 있는가

·의사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가

인수

·

합병

·회사와 개인의 이익상충이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회사매각결정에 대한 정보를 모든 당사자

에게 공평히 제공하고 있는가

·쉽게 사과문 발표를 하지는 않는가

·회사이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주주를 위한 최선의 오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외비정보의 보관·제공상태가 양호한가

·대외공표시 중상모략적인 사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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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保 險請 約書 와 請 約書 上 告 知· 確約 事項

1) 保 險請約書

□ 請 約書 記載事項

·보험청약자 성명(회사명), 주소, 설립장소, 설립일 등

·보험청약자 주식소유상황

·주주명단 및 소유주식수

·과거 3년내 임원진/이사진/외부감사인 교체여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는지

·이사회내의 常勤檢査人이 회사의 임원인지

·회사는 D&O 배상청구를 보험자에 통지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

·회사는 임원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한

적이 있는지

·과거 36개월내에 회사(또는 자회사)는 회사총자산의 25%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인수·합병/매각·배분·소유권박탈의 거래가

있었거나 향후 12개월내에 동 거래가 있을 예정인지

·유가증권 공모/사모를 위해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기존 신원보증보험 및 D&O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계약갱신 거절의사

를 표한 보험자가 있었는지

·과거 소송/클레임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증권상 배상청구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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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 知·確約事項 (Warranty :청약서 끝 부 분에 인쇄 )

① 이 보험의 청약자는 청약서 기재사항이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

위내에서 진실되고 완전한 것임을 선언함

② 이 청약서에 청약자가 서명한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위험인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은 아님

③ 이 청약서상 고지·확약사항과 기타 제출된 자료가 증권에 첨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증권의 한 부분을 구성함

④ 보험자는 청약서와 첨부사항에 의존해서 증권을 발급함

⑤ 청약서 기재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자에 통지하여

야 함

□ 注 意喚起事項 (청 약서 끝 부분에 인쇄 )

·이 보험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청구되거나 청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상청구에만 적용됨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발생되는 방어비용만큼 감액되며 동 금액은 자기

부담액(공제금액)의 적용을 받음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소송방어함에 있어 방어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

님

* 청약서 관련 세부사항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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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 險請約書 告知· 確約事項 ( W arranty ) 11)

전술한 바와 같이 warranty는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

험위험에 관한 사항을 주로 보험청약서상 서면으로 고지·서술·약속하는 사

항으로, 그러한 고지·확약사항이 진실된 것임에 기초하여 보험증권이 발급된

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자에게 알리는 사항은 위험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동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전제로 해서 요율

과 담보조건이 결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지·확약내용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

다.

이러한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영문증권에서는 「Warranty Clause」를 증

권에 별도로 첨부하거나 청약서 또는 증권상에 warranty조항을 설정하고 있

다.12)

11) 영국해상보험법상 warranty(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특정한 일

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특정한 조건을 구비할 것을 약속 특정사실

의 존재·부존재를 확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와는 달리 피보험자

는 그 확약사항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정확히(literary and exactly) 지켜야 하는 약

속이고 이의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

가 됨. 그러나 미국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warranty의 의미는 우리 상법상 고

지의무사항과 유사함.
12) Warranty Clause : 이 증권은 고지사항의 진실성에 의존하여 발급되며, 불실고지·

불고지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약관. 영문증권에서 warranty사

항은 보험자의 면·부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약서상 고지사항중 어느 것이

warranty 사항이고 어느 것이 representation사항이냐의 문제가 있음. 일반적으로

representation은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

항, 예를 들어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병원주소를 223번지로 해야 함에도 123번지

로 고지한 경우 등을 말하며, warranty는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그리

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마취과 의사임에도 일반진료의

사라고 고지하는 경우는 warranty 위반이 됨. 청약서상 warranty란 용어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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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 기재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 청구를

일으키게 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사건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일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예」에 표시하고 그 세부사

항을 기재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 「아니오」에 표시했다가 나중에 배상청구

가 제기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여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완료후 서명하기 이전에 ① 기재완료한 청약서 사본을 전임원에게 배부하

여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고 ② 동 고지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특별히 명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는 또한 보험기간 개시전에 청약서 기재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

는 경우 동 변경사항을 보험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보

험료산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체결을 철회할 수 있다.

라 . 保 險料 率과 保險 條件 의 決 定

대부분의 다른 손해보험종목은 편람등급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D&O 보

험과 같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계약건수나 금액면에서 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험료산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D&O 보험료는 국가경제상황, 경기동향, 시장구조, 볍률체계와

배상의식수준 등 外的要因과 전술한 회사의 재무상황, 경쟁상황, 내부구조와

임원구성 등 內的要因 그리고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정도13) , 보험담보지역과

고 있는 기재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고 피보험자는 이 부문의 기재

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13) 보상한도액은 미국의 대형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1,500만불 내지 2,500만불 수

준이고 일본도 그룹내 대표기업의 경우 20억엔 내지 30억엔 수준에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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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보상한도액 복원, 원인행위의 소급일자 등 保險契約條件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보험료는 회사자산규모, 연간매출액 또는 보상한도액에 기초하

여 일정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보통이다.

마 . 損 害輕 減活 動의 着眼 點 / D&O 保 險클 레임 과 언 더라 이팅 例示

□ 損 害輕減活動 14)의 着眼點

1) 임원선임기준 제정(인맥등 배격) 2) 이사회를 다양한 배경·경험소지자

(특히 사외이사) 및 남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은 자 위주로 하여 적정

규모로 구성 3) 의사결정이전에 심층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 4) 신규선임이사

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5) 대외비 보관요령 등 민감한 부문에 대

한 운영세칙 마련 6) 날카로운 질문을 하도록 종용 7) 필요시 법률자문/외부전

문가에 의존 8) 일선담당책임자로부터 정보가 원활히 유입되도록 요구 9) 토

론위주의 안건처리 10) 임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11) 이익상충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1조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 1조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100억원(대형금융기관의 경우 200억원)선에서 설정하고 있

음. 자기부담은 자기부담액(Deductible)과 자기부담비율(Retentions)의 2종이 있고 이

두가지가 모두 D&O 보험에 적용되고 있음. 자기부담액은 해외에서 2만불 내지

10만불, 국내에서 2천만원 내지 1억원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고 자기부담비율은 증

권상에는 손해액의 5 %로 되어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님. 삼성화재, 『임원배상

책임』, 1998. 7 ; 임창식, 「국내 D&O 보험 가입현황」, J&H / M&M사 D&O 보

험세미나 발표자료, 1998. 12.
14) 손해경감활동(Loss Control)은 보험자가 피보험고객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임. 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 빈도와 정도의 경

감 마켓팅수단으로 사용 중요한 언더라이팅 정보의 획득 인수불가위험

을 가능위험으로 위험개량 손해사정에 유용한 정보습득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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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12) 임원이 D&O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정독하도록 의무화

□ D &O 保險 클레임과 언더라 이팅 例示 (外國 綜合 )

·회사규모와 배상청구빈도는 일반적으로 비례 ·배상청구의 가능성이 높

은 업종은 금융서비스업, 전자산업, 석유산업, 전기수도 등 공공서비스업, 교육

기관 등 (증권관계법 위반의 경우는 첨단기술산업) ·아시아국가의 경우 금융

보험업종의 클레임금액이 타업종보다 큼(약2배) ·인수·합병등의 구조변혁을

거친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배상청구빈도가 높음(약40%) ·비공개법인

보다 공개법인의 위험이 더 큼 ·그러나 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의 경우는 공

개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빈도는 큰 차이가 없음.

< 미국 의 D&O 보 험클레임 (199 7) >

□ 배 상 청 구 제기 자 별 클 레임 건 수 점 유율

·근로자 29 %

·고객·소비자 27 %

·경쟁자(회사) 5 %

·주주 33%

·정부 1%

·기타 제3자 5%
□ 배 상 청 구 제기 자 별 평 균 지 급 보 험 금

·근로자 2 10만불

·고객·소비자 23만불

·경쟁자 240만불

·정부/기타 580만불
·주주 750만불

□ 클 레 임 종결 방 식

·소송 25 % ·화해 59% ·취하 16%

□ 배 상 청 구 사유

·증권관계법률위반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등)

·공금유용

·부당광고

·M&A

(수탁자의무위반, 불실고

지, 개인이득)

·감독기관에 허위보고

·EPL (고용계약관련)

·감독불충분

·파산소송

·공개매수소송

·환경오염

·정치적 헌금

·내부정보유출

·회계감리불량

·불완전

·부실경영

·감독당국

·무모한 업무확장

·사기횡령

·음모

·Y2K 등

* 자료 : 1997 Wyatt Surve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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