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任 員 賠償 責 任保 險 約款 解 說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관과 마찬가지로

D&O 약관도 통일된 것은 없다. 약관의 기본구조는 서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특성에 맞춰 보험회사마다 약관조항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1. 擔保危險 / 違法行爲

□ 擔 保危險

COVERAGE A :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COVERAGE

The Company shall pay on behalf of each of the Insured Persons all loss

for which the Insured Person is not indemnified by the Insured

Organization and which the Insured Person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on account of any claim made against him, individually or otherwise .

. . for a Wrongful Act committed, attempted, or allegedly committed or

attemted, by the Insured Person(s) . . . .

<要旨> 회사는 피보험자가 범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회사에서 보상 없

음)를 피보험임원을 대신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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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B : CORPORATE REIMBURSEMENT COVERAGE

This policy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 . .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r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r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s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s of indemnity.

<要旨> 이 보험은 보험기간중 임원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

로 인하여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방어비용 포함)을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하므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함. 단, 임원에

대한 회사보상과 그 보상의 정도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허용)하는 경우

에 한함.

<解 說 >

여기서 임원보상을 허용 또는 의무화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회사설립지 주

제정법, 보통법, 회사정관 및 고용계약서를 포함한다. 위 두 개의 담보는 별개

의 담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담보다.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

한 것이고 동 청구가 법령에 의해 회사보상이 가능한 청구건이면 Coverage B

에서 보상되어야 할 것이고 회사보상이 불가한 청구건이면 Coverage A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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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이다.15)

어느 Coverage에서 보상되든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같고 단지 보험금 수취권자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한도는

하나로 설정된다. 어느 Coverage에서이든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기 위하여는

임원의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회사만을 상대로 한 배상책임소송은 증권상 담보범위에서 벗어난다.

Coverage A는 임원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자의 직접보상이고, Coverage B는 임

원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하고 이를 보험자가 다시 보상하기 때문에 간접보상

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영미국가에서도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회사보상을 허용하므로서 임원(이사)을 거액의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의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마음껏 업

무에 전념케 함은 물론 유능한 인재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회사번영

과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등 제3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회사보상을 법으로 허용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보험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인정범위와 임원의 행위기준은 보수

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데, 대부분의 州는 임원의 행위기준으로 「임원은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회사이익에 최대한 부합토록 하고

범법행위의 의사가 없을 것임」을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범법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까지 회사가 보상함은 사회건전질

서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州에서는 충실의무와 같은

15) 드문 일이지만 동일한 배상청구건내에서 복수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데, A

위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회사보상이 가능하고 B 위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회사보

상이 불가한 경우 동 배상청구건은 Coverage A와 B에서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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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로서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클레임도 회사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보상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던

아니든 유능한 인재확보차원에서 회사보상의 범위를 보다 넓히려는 경향이 있

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

거가 없기 때문에 Coverage B의 회사보상담보는 사실상 적용이 없다. 그러나

제3자배상책임에서 책임을 일으킨 임원의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신

의성실의 원칙하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였다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회사보상을 인정하는 문제도 언젠가는 논의가능할 것으로 본다.16)

한편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주주에 대한 임원의 배상금은 주주에게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상금에 대한 회사의 보

상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회사보상은 없고 단지 소송방어비용에 대해서만 매우 한정적으로 회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違 法行爲

WRONGFUL ACT - DEFINITION

"Wrongful Act" shall mean any actual or alleged error, misstatement,
misleading statement, act or omission, or neglect or breach of duty by the
Directors or Officers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of any matter
claimed against them solely by reason of their being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16) 싱가폴은 1) 임원이 자기의 직무를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2) 그 결과로

승소하는 경우 임원이 지출한 소송방어비용에 대한 회사보상을 허용함(싱가폴 회

사법 제1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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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위법행위」란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이 행한 잘

못, 잘못된 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위반 또는 태만 및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된 사항을 말함.

<解 說 >

이 용어해설에서 중요한 것은 담보위험을 야기시키는 위법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중 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기

되는 클레임도 포괄하고 있어 굳이 솟장에 임원명단을 일일이 명시치 않더라

도 회사의 전 임원은 보험보호를 받는 것으로 본다.

D&O보험은 다음 사항에 연유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여기서 다음 사항은 임원의 의사결정, 행위, 태만

등이 1)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2) 회사의 대외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며 3)

주주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형태이든 경제적 손해를 주는 사항을 말

한다. 즉, 임원의 위법행위를 법령 또는 정관상의 의무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

실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사책임과 불법행위책

임 중 고의·사기로 인한 책임,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은 D&O보험에서 부담

보된다.

2 . 被保險者 / 共同·單獨責任 / 被保險會社

□ 被 保險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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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D - DEFINITION

The term Insured shall mean any duly elected Directors and duly elected

or appointed Officers of the Corporation, who were, are, may hereafter be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Insured also means the estates,

heirs, or legal representatives of deceased Directors or Officers who were

Directors or Officers at the time the acts upon which the claims are based

were committed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Directors or Officers in

the event of their incompetency, insolvency, or bankruptcy.

<要旨> 「피보험자」는 정히 선임된 임원(이사) 및 정히 선임 또는 임

명된 임원(집행)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임원을 말함. 피보험자는 또

한 배상청구의 원인행위가 있었을 때의 임원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재

인, 법정상속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임원이 무능력으로 자격상실, 지급

불능, 파산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말함.

<解 說 >

「elected」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사)으로 이사회의 구성멤버이고

「appointed」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으로,

D&O 증권상 둘다 자동담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구별의 실익은 없다. D&O

증권상 피보험자는 임원에 한정되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흔히 직원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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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피보험임원수의 多寡는

보험료 책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있어 임원의 명단을

증권상 일일이 명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任員範圍劃定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증권상에 임원성명과 지위를 명기하여 분명히

함이 바람직하다.

피보험자 정의에 있어 D&O 증권은 Coverage A와 Coverage B의 구별없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 피보험자는 Coverage A(임

원배상책임부문)에서는 임원이 되고 Coverage B(회사보상부문)에서는 회사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 Coverage A는 타인을 위한 보험,

Coverage B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된다.

우리나라는 Coverage B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회사보상에 관한 법률

적 근거가 없어 이의 시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D&O 증권상 피보험자는 任員

에 限定된다.

임원의 범위는 D&O 증권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임·임명된 임원뿐만 아

니라 임원에 준하는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확장하여 포함하려

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상법 개정방향도 실질적 이사책임제의 도입을 추진

하고 있으므로 保險保護의 목적상 사내이사, 사외이사17), 등기이사, 비등기이

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는 물론 기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책을 가지고 업무

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 사외이사 : 한국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98. 2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구성비를 총이사의 25 %이상으로 의무화함. 이사의 책임이 강

화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외이사와 기업 오너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현재 600개 상장사에 769명의 사외이사가 있고, 직업별로는 전문경

영인·변호사·세무사·연구원·회계사 등임. 『중앙일보』, 98. 9. 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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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共 同責任·單獨 責任

JOINT AND SEVERAL LIABILITY COVERAGE

The Insurer will pay on behalf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all loss

which the Directors and Officers or any of them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a result of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for a Wrongful Act.

<要旨> 우리회사는 임원의 위법행위로 보험기간 중 개별임원을 상대로

한 것이든 공동으로 한 것이든 회사임원을 상대로 하여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결과로 회사임원이 법률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손해)을

회사임원을 대신하여 지급함.

<解 說 >

D&O 증권은 제기된 배상청구가 임원의 연대책임이든 임원개인의 단독책

임이든 불문하고 담보한다. 즉, 임원을 상대로 한 어느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가 특정임원 개인으로 되어 있던 아니면 포괄적으로 「회사임원」으로 되어

있던 관계치 아니한다. 그 이유는 D&O 증권은 특정개인이 아닌 회사임원 전

체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임원 전체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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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 保險會社

COVERED ORGANIZATION - DEFINITION

The Company means the Named Corporation designated in the Declarations

and any subsidiary thereof.

"Subsidiary" means a corporation of which the Named Corporation owns

on or before the inception of the Policy Period more than 50%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tock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of its subsidiary.

<要旨> 「회사」란 증권상 고지사항에 기재된 기명법인과 그 자회사를

말함.

「자회사」란 보험기간 개시이전에 기명법인이 총발행주식(의결권 보

유)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解 說 >

피보험회사란 증권상 기명법인과 그 자회사를 말하는데, 자회사는 기명회

사가 50%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D&O증권상 피보험회사는 ⅰ) 증권상 기재된 母會社와 子會社 ⅱ) 보험기

간 개시후 새로이 설립한(newly-created) 자회사 ⅲ) 보험기간 개시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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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newly-acquired) 자회사를 포함한다.

보험기간 개시후 설립된 자회사는 통상 추가보험료 납부로서 자동담보(설

립후 30일 내지 90일 사전통보 조건)되나 새로이 인수한 자회사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담보되지 아니하고 별도 통지하여 언

더라이팅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인수이전에 행한 임원의 위법행위는 담보되지

아니한다.

통상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는 30일 내지 60일의 사전통지를 요건으로 하

고 있으나, 피보험회사가 타사에 의하여 피합병되는 경우 계약은 즉시 자동해

지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증권도 있다.

우리 商法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40/ 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

진 회사를 모회사(A), 그 다른 회사(B)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나아가서 자회

사가 다른 회사(C)의 발행주식총수의 40/ 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거나 모회

사와 자회사가 가진 것을 합산하여 40/ 100을 초과할 때 그 다른 회사(C)는 모

회사(A)의 자회사로 보는데 편의상 孫會社라 부르기도 한다.

D&O증권에서는 실질적 경영권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모회사가 50%이상

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의사결정, 최고경영

진의 임명 등에 주도권을 행사하므로써 자회사를 모회사의 실질적 관리에 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 損害 / 防禦義務 / 防禦費用·支給時期 / 補償限度

□ 損 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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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 DEFINITION

"Loss" shall mean damages, settlements, and Costs of Defense provided

always, however, Loss shall not include criminal or civil fines or

penalties imposed by law,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the

two-third's portion of any treble damage award, taxes, or any matter

which may be deemed uninsurable under the law pursuant to which this

policy shall be construed.

<要旨> 「손해」란 손해배상금,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을 말함. 단, 법

률에 의하여 부과된 형사 또는 민사상 벌금 또는 과징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 3배손해배상금의 2/3부분 및 이 증권해석에 준거가 되는 법률

에 의하여 부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됨.

<解 說 >

대부분의 D&O증권은 징벌적 손해배상금18)을 면책하고 있다. 설사 고용계

약서등에 회사가 임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합의하였

18) 불법행위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그 원고에 주어지는 손해배상

금은 ① Special Damages(치료비, 소득상실 등의 보상) ② General Damages(위자료

등) ③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금)로 나뉨. Punitive Damages는 가해자인

피고의 행위가 고의, 중과실 또는 악의적 행위인 경우 이의 재발방지목적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추가하여 피고에 부과하는 징벌목적의 손해배상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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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증권상(Coverage B)에서는 면책한다.

손해배상금은 1) 확정판결에 의한 배상금 2) 화해에 의한 배상금의 두가지

가 있다. 이 중 화해·합의에 의한 배상금 결정에 대하여 보험자의 사전동의

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다. D&O증권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방어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화해금액 역시 보험자의 통제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賠 償請求에 대한 防禦 義務

DEFENSE PROCEDUR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Insured Persons and not the duty of the

Underwriter to defend Claims made against the Insured Persons, provided

that no Defense Expenses shall be incurred without the Underwriter's

consent,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要旨>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보험자의

의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의무임. 단, 방어비용발생은 보험자의 동의

를 요하고, 보험자는 동의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

<解 說 >

다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D&O증권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방어의무가 없는 것으로 증권상 명시하고 있거나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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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회사명성을 추락시킬지도 모를 사건을 전적으로 보

험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의무가 보험자에 없다하더라도 방어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자로

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므로써 어느정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동의를 요청할 경우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는 보험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손해배

상청구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당사자간 화해·합의로 클레임을 종결하도록 피

보험자에게 건의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약관도 있다. 이 약관에서 만일 피보

험자가 보험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화해·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금액과 그 때까지 발생된 방어비용의 합계액에서 제한된다.

□ 防 禦費用·防禦 費用의 支給時期

DEFENSE COST - DEFINITION

"Cost of Defense" shall mean reasonable and necessaty legal fees and

expenses incurred in defense of any Claim and appeals therefrom, and

costs of attachment or similar bonds ; provided, however, Costs of Defense

shall not include salaries, wages, overhead or benefit expenses associated

with Directors, Officers of employees of the Company.

<要旨> 방어비용은 배상청구(클레임)의 방어와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

타당한 법률비용(압류보증 등의 보험료 포함)을 말함. 그러나 회사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 임금, 복지관련급부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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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OF DEFENSE COSTS

Any advancement by the Insurer of Costs of Defense prior to the final

disposition of such Claim, shall only be on the condition that (1) the

Directors and Officers and/or the Company provide a written undertaking

satisfactory to the Insurer providing that in the event it is finally

established that the Insurer has no liability under this Policy to the

Directors and Officers, or any of them for such Claim, such Diretors and

Officers and/or the Company agree to repay the Insurer upon demand all

Costs of Defense advanced on their behalf by virtue of this provision.

<要旨> 사전에 지급된 방어비용은 사후 당해 클레임이 보험자의 면책

클레임으로 판명되는 경우 다시 보험자에게 환급될 것임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解 說 >

방어비용은 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에 의하여 발생된 필요타당한 제비용

을 말하여, 이에는 변호사 보수 및 클레임 처리와 방어에 관련한 각종 조사비

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피보험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클레임방어를 위해서 변

호사와 상당시간을 보낸다 하여 그들의 급여가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

니다. 여기서 「필요타당」한 비용은 클레임방어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이의 지출에 대하여 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비용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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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클레임방어비용을 발생할 때마다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본 청구가 재판 또

는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에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술할 바와 같

이 D&O증권상 방어의무가 보험자에게 없다는데서 연유한다. 방어의무가 보험

자에 없는데 어떻게 방어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은

소송기간이 장기인 점, 비용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방어비용의 사전지급을

허용하되, 사후 동 클레임이 증권상 면책되는 클레임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전

지급분을 다시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防 禦費用과 保險者 의 補償限度

DEFENSE COSTS, CHARGES AND EXPENSES

(A) . . . nor are the costs, charges, and expenses of defense payable by

the company in addition to the limit of liability

(B) The words "defense costs, charges, and expenses" shall include the

cost of appeal, attachment, or similar bonds. Defense costs, charges, and

expenses and settlements are part of loss . . .

<要旨> (A) 방어비용은 보험자의 보상한도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것

은 아님.

(B) 방어비용은 항소보증, 압류보증, 기타 유사보증증권의 보험

료를 포함하며, 손해액의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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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증권상 보험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限度에 의하여 제한된다. 하

나는 1손해당 한도(또는 1배상청구당 한도 ; per loss limit), 다른 하나는 연간

단일한도(또는 총보상한도 ; combined single annual aggregate limit)이다.

1배상청구당한도에서 「per loss」는 배상청구를 야기시키는 위법행위가 동

일하거나 또는 여러개의 위법행위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복

수의 배상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배상청구로 본다. 연간단일한도는 임

원배상책임부문(Coverage A)과 회사보상부문(Coverage B)에 각각 적용되는 것

이 아니고 양쪽 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단일 한도로서 보험기간중 지급되는 총

누적보험금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액(손해)이 증권상 보상한도를 초과하더

라도 방어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데 비하여 D&O보험에서는 배상책임액

과 방어비용의 합계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아니

한다.

방어비용이 보험금의 일부분으로 보상한도의 적용을 받음은 「bad faith」19)

을 이유로 해서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제기를 받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증

권상 보상한도액이 2백만불이고 최초 청구액이 1백만불, 3년에 걸쳐 지급된

방어비용이 1백오십만불인 경우 잔여한도액은 50만불에 불과해 최종 판결액이

최초 청구액과 같은 1백만불이라 하더라도 50만불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방어비용 내역과 누계를 수시로 알려주어 보상

19) bad faith : 신의성실(good faith)의 반대개념. 보험자의 근거없는 보험금지급거절을

의미하며 그 거절이 반드시 사기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음. 보험자 자신의 이익

또는 부정직한 목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되며, 단순한 의무해태

또는 판단잘못은 bad faith를 구성하지 못함. Blue Cross and Blue Shield of

Alabama v. Granger, Ala., 461 So. 2d 13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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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의 감액정도를 충분히 알게 해주었다면 방어비용 지급누계가 1백만불 전

후가 될 때 화해·합의로 보상한도액내에서 전액 종결할 수 있었을텐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보험자의 誤導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

자에 대하여 「bad faith」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클레임

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비용 지급상황통보를 의무화하는 약관도 있다.

4 . 複數의 賠償請求 / 控除金額·自己負擔率 / 重複保險

□ 複 數의 賠償請求

ANTI-STACKING PROVISION

Loss arising from the same wrongful act or interrelated, repeated, or

continuous wrongful acts of one or more assureds shall constitute a single

loss . . . .

<要旨> 동일한 위법행위 또는 상호관련성이 있거나 계속·반복성이 있

는 위법행위로 제기되는 배상청구(손해)는 1배상청구(손해)로 봄.

NON-ACCUMULATION CLAUSE

For the purposes of this policy, all Loss arising out of all interrelated

Wrongful Acts of any Insured Person(s) shall be deemed one Loss, and

such Loss shall be deemed to have originated in the earliest Policy Year

in which a claim is made against any Insured Person alleging any such

Wrongfu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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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상호관련성이 있는 위법행위로 (수년에 걸쳐)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손해)는 1배상청구(손해)로 보며, 그 청구는 최초의 보험증권

에서 제기된 것으로 봄.

<解 說 >

동일한 위법행위 또는 상호관련이 있는 위법행위로 여러 건의 배상청구클

레임이 수년에 걸쳐 각각 제기되는 경우 이를 1배상청구로 볼 것인가? 1배상

청구로 본다면 어느 증권의 보상한도를 적용할 것인가? D&O 약관은 이를 하

나의 배상청구로 보고 동 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적용

하고 있는데, 이를 non-accumulation clause라고 부른다.

「1배상청구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후술되는 공제금액의 적용,

보험금액의 復元, 연간단일한도의 적용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

히 함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법행위로 제기된 3건의 배상청구

(청구자 3명)는 원인행위의 동일성으로 1배상청구로 간주되고, 따라서 공제금

액도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적용한다.

동일한 원인행위로 여러 건의 배상청구가 여러 해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기

되는 경우 어느 증권의 보상한도를 적용할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해소를 위하

여 non-accumulation clause 사용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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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控 除金額과 自己負 擔率

다른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D&O 증권은 자기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제

금액과 자기부담율의 두가지가 있다.

1배상청구에서 공제금액은 다시 1임원당 공제금액과 전임원 합계공제금액

(aggregate deductibles)으로 나뉘어 진다. 1배상청구(손해)에서 1임원당 공제금액

의 합계는 전임원 합계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예시 참조).

공제금액은 담보위험별(Coverage A와 B)로 설정되고 임원배상책임부문

(Coverage A)의 공제금액보다 회사보상부문(Coverage B)의 공제금액이 더 크게

설정된다. 방어비용도 손해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어비용만 발생되는 클레

임의 경우 피보험자는 공제금액에 달할 때까지 방어비용을 자기가 먼저 부담

하여야 한다.

D&O 증권은 손해액에서 위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일정비율을 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험의 자기부담율 또는 위험분담율이

라고 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위험분담율은 통상 95% 대 5%로 하고 있

다.

공제금액과 자기부담율의 설정은 피보험자에게는 배상청구방어를 보다 적

극적으로 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보험자에게는 언더라이팅 수행과정에서 위험

인수에 탄력성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양자의 설정은 전적으로 언

더라이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인수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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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除金 額 /自 己負擔率 適用例 示 >

□ 시 나 리 오 : 피보험임원 6명을 상대로 배상청구 발생.

1임원당 청구액 25만불.

변호사비용등 방어비용 25만불.

임원의 위법행위는 회사보상대상이 아님.

□ 보 험 계 약 : 보상한도 1배상청구당 200만불.

공제금액 1임원당 1만불 전임원 합계공제금액 5만

불.

자기부담율 공제금액 초과액의 95% 대 5% (단, 보

상한도액 2백만불중 1백만불 까지. 잔여 1백만불에

는 자기부담율 적용없이 전액보상)

□ 손 해 액 : 175만불(25만불×6명 방어비용 25만불)

□ 공 제 적 용 : 전임원 합계공제금액(aggregate) 5만불

□ 보 험 금 계 산 : 공제적용후 손해액 170만불(175만불 - 5만불),

지급보험금 165만불[(1백만불 보험자부담율 95%)

70만불]

□ 피보험자 부담 : 1임원당 10만불 1/6[(합계공제금액 5만불 자기

부담 5만불)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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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 複保險

OTHER INSURANCE

If any Loss arising from any claim made against any Insured Person(s) is

insured under any other valid policy(ies), prior or current, then this policy

shall cover such Loss, subject to its limitations, conditions, provisions,

and other terms,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f such Loss is in

excess of the amount of payment from such other insurance whether such

other insurance is stated to be primary, contributory, excess, contingent,

or otherwise, unless such other insurance is written only as specific

excess insurance over the limits provided in this policy.

<要旨>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에서도 담보하는 경우

그 다른 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이 보험에서 지

급함. 단, 그 다른 보험이 이 증권상 보상한도 초과분만을 지급하는

보험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解 說 >

중복보험의 경우 이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의 超過額保險으

로 적용된다. 다만, 다른 보험계약이 이 보험계약의 초과액보험으로서 적용됨

을 미리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제1차보험(primary)이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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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복보험으로 보험금의 按分이 적용되는 일은 없다.

5 . 補償하지 않는 損害

D&O 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용어사용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D&O 증권상 면책조항은 두가지로 분류되는 바, 하나는 담보범위 A(임원배상

책임부문)와 담보범위 B(회사보상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위험, 다른

하나는 담보범위 A(임원배상책임부문)에만 적용되는 면책위험이다. 절대적 면

책(Exclusions for Uninsurable Exposures)은 통상 담보범위 A(임원배상책임부문)

에만 적용된다.

가 . 相 對的 免責

□ 保 險加入·維持 를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損 害賠償請求

FAILURE TO MAINTAIN INSURANCE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 . . in conjunction with any claim . . .

alleging, arising out of, based upon or attributable to any failure or

omission on the part of the Insureds or the Company to effect and

maintain insurance.

<要旨> 피보험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유지를 못한 경우 그

非加入·非維持를 이유로 한 클레임은 이 증권에서 부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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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보험가입·유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배상책임청구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이다.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기타 근로자복지와

관련한 보험등을 가입·유지하였더라면 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보험가입·유지등 위험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D&O 보험도 면책이다. 단, 약관구성에 있어 시장에서

해당보험구득을 할 수 없거나 경제성이 없을 정도로 보험료규모가 엄청나서

보험가입·유지를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 삽입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보험 非加入·非維持 이외에 自家保險/共同保險(自己負擔)의 프로그램을 마

련치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도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는 경

우가 있다. 보험가입·유지를 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담보는 특약으

로 처리하고 있음이 보통이고 언더라이팅 목적상 同 부담보특약을 삭제할 수

도 있다.

□ 寄 附金 , 謝禮金 , 其他 利益提供 을 理由로 한 損害賠償 請求

PAYMENTS/DISBURSEMENTS

. . .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 . . for loss related to . . .

1) payments, commissions, gratuities, benefits, or any other favors to . . .

domestic or foreign governmental . . . official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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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yements, commissions, gratuities, benefits, or any other favors to . .

. officers, directors, agents, owners, partners, representatives, principal

shareholders, or employees of any customers of the company . . .

3) political contributions, whether domestic or foreign.

<要旨> 다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는 면책함.

1) 국내외 공무원 등에 수수료, 사례금, 은전 등 이익제공

2) 거래회사의 임원, 대리인, 소유자, 동료사원, 대표자, 주주, 종업원

등에 수수료, 사례금, 은전 등 이익제공

3) 국내외 불문하고 정치헌금의 납부

<解 說 >

기부금, 수수료, 사례금, 기타 여러 형태의 이익을 해외 또는 국내 정부관

료 또는 회사거래처에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보하고 있

는데, 이는 外國腐敗行爲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금하고 있는 이

익제공사례를 증권상에서도 면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同 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익제공이 통상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등 그 내역

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경우 이 부담보특약을 삭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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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 險期間 開始日 以前 에 제기되었거나 開 始日 現在 계류중에 있 는

訴 訟件과 관련한 賠償 請求

PRIOR AND PENDING LITIGATION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 . . arising from any prior or pending

litigation as of the inception date of this policy, as well as all future

claims or litigation based upon the pending or prior litigation or derived

from essentially the same facts (actual or alleged) that gave rise to the

prior or pending litigation.

<要旨>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거나 개시일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건에 연유하는 배상책임청구 및 동 소송을 유발시킨

원인사항과 사실상 동일한 원인사항으로 제기되는 모든 장래의 배상

책임청구 또는 소송은 이 증권에서 부담보함.

<解 說 >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거나 개시일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

으로부터 연유하는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개시

일 이전에의 피고는 회사였는데 개시일 이후에 회사의 임원으로 바꿔서 소송

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逆選擇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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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부담보한다. 이 부담보특약은 다른 보험자와의

갱신계약에서는 계속 첨부될 것이나 동일보험자와의 갱신계약에서는 종종 삭

제된다.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거나 개시일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과

관련한 배상청구 부담보는 보험기간 개시이전의 사안으로 언더라이팅의 어려

움에 기인하는 것이나 피보험자보호 관점에서는 保險效用의 문제가 있다. 따

라서 보험의 효용을 높이고 동일보험자에로의 계약갱신을 계속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담보위험을 초년도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전의 소송건으로 한

정하고 갱신계약에서는 동 부담보특약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被 保險者間의 다툼 (被保險者間 賠 償請求免責 )

INSURED VERSUS INSURED

Exclusion of Wrongful Termination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 . .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 . . brought by . . . any other Insureds . . . against one or more .

. . Directors or Officers . . . or for wrongful termination of employment

. . .

Inclusion of Wrongful Termination

The Underwriter shall not . . .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made against any of the Insured Persons . . . by or on

behalf of any of the Insured Persons except where . . . such Claim arises

out of the actual or alleged tort of wrongful termination of an Insu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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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부당해고 면책 :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

는 배상책임청구는 부담보함. 부당해고를 이

유로 하는 배상청구도 부담보함.

부당해고 부책 :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

는 배상책임청구는 부담보함. 단,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청구는 그러하지 아니

함.

<解 說 >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간의 다툼은 개인적 또는 내부적 이해관계문

제와 의사불일치 사항이 대종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D&O 보험의 목적상 부

담보한다.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면책」은 일명 「피보험자 상호교차책임 면

책(Cross Liability Exclusion)」이라고도 부른다.

피보험자간 다툼의 유형은 1) 임원 대 임원 2) 회사 대 임원 3) 감독기관

대 임원 4)대주주(5% 이상 지분)대 임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감독기관

대 임원」의 책임문제 다툼에 있어 미국의 법원은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동 면책약관의 계속적 사용이 의문시되고 있다.20)

임원 대 임원간의 다툼에 있어 어느 임원이 부당해임을 이유로 최고경영자

(CEO : Chief Executive Officer)를 제소한 경우, 여기에 「피보험자간 배상청구

20) Finici V. American Casualty, 1990 : Maryland Special Court of Appeals은 연방예금

보험공사(FDIC)와 같은 규제기관이 금융기관의 정리를 떠맡아 피규제기관의 해당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O 보험자는 「피보험자간의

다툼」조항을 이유로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78 -



면책」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데는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분쟁가능성을 없

애기 위해 부당해임에 기인하는 클레임은 증권상 면책됨을 분명히 하거나 아

니면 추가보험료 납부조건으로 담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체

적으로 언더라이터는 D&O 증권상 부당해고 소송제기가 직원에게까지 파급되

는 것을 우려하여 추가보험료 납부조건이라 하더라도 동 위험에 대한 담보제

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2 1)

□ 會 社株式의 高價買 入에 기인하는 損害 賠償請求

GREENMAIL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 . .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 . .

based upon . . . any offer to purchase, or purchase of securities of the

Company at a premium over their then-current market value, made by the

Company or by the Directors or Officers, except where such offer or

purchase extends to all security-holders of the company.

<要旨> 회사 또는 회사임원이 회사유가증권(주식)을 시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매입오파를 내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되

는 배상책임청구는 부담보함. 단, 매입 또는 매입오파를 전 유가증권

소유자(주주)를 상대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1) Wyatt Survey에 의하면 1997년에 제기된 D&O 소송중 약 20 %가 부당해임에 관련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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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회사가 피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해

서 매집하는 것을 greenmail이라고 한다. 여기에 다른 일반 주주들이 同

greenmail은 궁극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클레임을 면책하는 것이 Greenmail면책이다. 이 경우 클레임제기

의 주된 주체는 회사로부터 매도오파를 받아 회사주식을 매도하는 주주 이외

의 여타 주주가 된다.

그러나 회사의 피합병을 막고져 하는 노력이 선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전체

주주의 이익과도 크게 상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획일적인 면책보다는 그

행위가 1) 변호사 또는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의 경영판단의 합법적인

행사이거나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책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 汚 染·公害를 이유 로 하는 損害賠償請 求

POLLUTION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 . . consequence of, or in any way involving, actual or

alleged seepage, pollution or contamination of any kind.

<要旨> 공해물질의 배출, 공해, 오염에 연관하여 제기되는 배상책임청

구는 이 증권에서 부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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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오염·공해와 관련한 면책범위는 언더라이터마다 다르나, 시장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대개 공해방지 관련법령위반으

로 부과되는 벌과금, 위약금은 면책하고, 공해방지당국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도 면책한다. 회사가 일으킨 공해·오염

사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도 부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會 社 또는 會社財産의 任 員으로의 賣却에 기 인하는 損害賠償 請求

SALES OF COMPANY TO DIRECTORS/OFFICERS

The Underwrit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 . . any plan or proposal to sell the Parent Corporation

or any Subsidiary or any of the assets or stock of the Parent Corporation

or of any Subsidiary to any directors,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要旨> 회사 임직원에게 母會社 또는 子會社를 매각하거나 동사소유

자산 또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은

이 증권상 부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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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회사 또는 회사주식을 임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헐값에 팔리기가 쉽다. 이

러한 매각은 도덕적 위험이 높은 내부거래의 한 형태로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클레임제기가 예상되고, 동 클레

임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D&O 증권상 면책된다.

그러나 헐값이 아니라 시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 면책

적용의 의미가 약해지므로 투자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결과 적정수준 이상

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면책조항을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삽

입할 필요가 있다.

나 . 絶 對的 免責

□ 任 員의 不正直

DISHONESTY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 . .

brought about or contributed to by the fraudulent, dishonest, or criminal

acts of the Directors or Officers; provided, however, that this exclusion

shall not apply unless it is established in fact that such Claim was

brought about or contributed to by fraudulent, dishonest, or criminal acts

of the Directors and/or Officers.

<要旨> 임원의 부정직, 불성실,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는 면책

함. 단, 그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것임을 사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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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범죄행위등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에

서 담보한다는 것은 사회건전질서에도 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면책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절대적 면책도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즉, 1) 위법행

위가 실제 있어야 하고 2) 그 행위가 부정직한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

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어느 소송에서 「부정직성」이 주장

만 있을 뿐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방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고패소시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체제이

므로 소송비용부담약관은 국내법체계와 부합되게 비용의 범위와 부담주체 등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個 人的 利得

PERSONAL PROFIT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 . . based

upon or attributable to the Directors or Officers gaining in fact any profit

or advantage to which they were not legally entitled.

<要旨> 임원개인의 부당한 이득수취에 기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부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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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법률상 수취자격이 없는데도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므로써 제기되는 배상청

구는 부보대상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임원의 부정직 면책과 마찬가지로 개인

적 이득수취가 주장만 있었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방어비용은 보상된다.

□ 內 部者 去來

INSIDER TRADING PROFITS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 . . in connection with . . . an

accounting of profits made from the purchase or sale by the Directors or

Officers of securities of the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6

(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amendments thereto or

similar provisions of any State statutory law or common law.

<要旨> 회사유가증권을 내부자거래(1934 증권거래법 등)하여 얻은 이

익과 관련한 배상청구는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함.

<解 說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 6개월 내에 처분하는 등으로 얻는 단기차익시현은

증권거래법(1934)상 위법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법령위반 사

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배상책임청구는 부담보하나 방어비용지급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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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벌

칙을 적용하고 제188조3에서는 동 거래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도 내부자거래를 민사상 불법행위와 아울러 형사상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은 1988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다. 우리법 제188조의2의 규제이념은

미국증권거래법에 근원을 두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대상유가증권은 주식거래에 한하지 않고 상장법인 및 등록법

인이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사채포함)을 포함한다.

□ 有 價證券保有者 免 責

SECURITY HOLDER EXCLUSION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 . . for . . any Claim . . by any

security holder of the Company whether directly or derivatively unless

such security holder bringing such Claim is acting totally independent of,

and totally without the solicitation of, or the assistnace of, or participation

of, or intervention of, any Director or Officer, or the Company or any

affiliate of the Company.

<要旨> 회사유가증권 보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보험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아니함. 단, 그러한 클레

임제기가 피보험임원의 도움·참여 없이 유가증권보유자 단독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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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면책」(Insured v. Insured)과 관련이

된다. 즉, 어느 임원이 다른 임원을 상대로 배상청구하는 경우 D&O 증권은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면책」으로 부담보한다. 이에 임원은 피보험회사의 유

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주주등)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 있을 것인바 이런 경우까지 면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유가증권보유자

면책이다.

따라서, 이 약관이 첨부되므로써 어느 임원이 대주주등 유가증권 보유자를

앞세워 다른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하는 것은 보험자의 면책사항이 된다. 다

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임원 대 임원간

의 接近戰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D&O 보험의 목적과

부합한다. 전술한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면책」의 연장으로 보면 된다.

□ 株 主의 承認없이 任員 에게 支給된 報酬

RETURN OF REMUNERATION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 . . for the return by any such Insured

Person of any remuneration paid in fact to him without the previous

approval of the stockholders of the Insured Organization . . . .

<要旨> 주주의 승인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와 관련한 배상청구는

부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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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주주의 승인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와 관련한 배상청구는 D&O 증권

에서 부담보한다. 그러나 1) 위법하게 지급된 보수를 법원이 留置하고 있거나

2)회사로 반환예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다.

□ 差 別待遇 (Discrimination)

차별대우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D&O 증권상 면책한다. 그러나

D&O 언더라이터는 부당해고, 성희롱,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클레임 등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도 전부 면책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증권으로 또

는 D&O 증권상 특약으로 전부 부책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함이 필요

하다.

다 . 其 他 免 責

□ 對 人·對物賠償 /人格 侵害

BODILY INJURY/PROPERTY DAMAGE/PERSONAL INJURY

The Underwriter shall not be liable . . . for . . . actual or alleged libel

or slander or oral or written publication of defamatory or disparaging

material, bodily injury, sickness, disease, or death . . . or any damage to

or destruction of any tangible property including loss of use thereof, or

any invasion of privacy, wrongful entry, eviction, false arrest, false

imprisonment, malicious prosecution, malicious use or abuse of process,

assault, battery, mental anguish, emotional distress, or loss of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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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중상, 모략, 명예훼손, 비방, 부상, 질병, 사망, 재물손해, 파손,

사용불능손해,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추방, 불법체포·구금, 악의적

기소, 소송절차의 악용·오용, 폭행, 구타, 정신적 고민·고통, 配偶者

權 喪失* 등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는 면책함.

* : 각주22) 참고

<解 說 >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제3자 배상책임은 D&O증권에서 면책한다.

대인/대물배상뿐만 아니라 중상·모략 등 인격침해관련 배상책임도 면책한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체장해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기인하여 회사의

판매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면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從 業員退職所得 保障法

ERISA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 . . for loss in connection with . . .

violation of any of the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or duties imposed by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or amendments

thereto or any similar provisions of state statutory or common law . . . .

<要旨> ERISA법(1974)상의 의무위반으로 제기된 배상청구는 면책함.

22) 配偶者權 喪失(loss of consortium) : 배우자 1인의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사회적 활동(society), 가사노동(service), 성생활(sex)을 영위하

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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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聯邦法인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상 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는 클레

임은 면책된다. 즉, 회사임원은 종업원 연금업무를 행함에 있어 同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함으로써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별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D&O 배상책

임보험에서는 이 部分을 부담보한다.

□ 不 歸責約款

NON-IMPUTATION PROVISION

The Wrongful Act of any Director or Officer shall not be imputed to

any other Director or Officer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Exclusions (A), (B), (C), and (D) as respects Insuring

Agreement B only.

<要旨> 어느 임원의 위법행위는 담보범위 B에서의 특정면책의 적용

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임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解 說 >

불귀책약관은 어느 임원이 행한 위법행위가 D&O 증권상 면책사유에 해당

되는 행위라 해서 그 행위로 다른 선량한 임원도 면책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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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약관이다. 예를 들어 사기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가 회사 전

임원을 상대로 제기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기행위를 저지

른 임원은 한명이고 나머지 임원은 모두 선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선량한 임원에게까지 소송방어비용이 불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관을 단

독책임(severability)약관 또는 선량한 임원(innocent director)약관이라고도 부른

다.

다른 임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아니하는 이 단독책임약관은 여러 가지 면

책사유중 중상·모략, 부정직·불성실, 개인적 이득, 내부자거래 면책에 주로

적용된다. 또한 단독책임문제는 계약체결시 고지의무에도 적용된다. 즉, 어느

임원의 고지의무위반은 이로 인한 책임이 다른 임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량한 임원에게는 D&O 증권상 담보이익이 저해되지 아니한다.

6 . 保險者의 補償責任要件

가 . 賠 償請 求基 準

PURE CLAIMS-MADE PROVISION

The Underwriter will reimburse the Insured Persons . . . resulting from

any Claim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Persons during the Policy Period

. . . for a Wrongful Act committed subsequent to the Retroactive Date

stated in . . . the Declarations.

<要旨> 보험자는 증권상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피보험자가 행한 위

법행위로 보험기간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

는 손해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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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MADE & REPORTED PROVISION

This policy shall pay the Loss of each and every Director or Officer . .

.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and reported to the Insurer during the Policy Period . . . .

<要旨>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기되고 통지된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함.

<解 說 >

순수배상청구기준(Pure Claims-Made Form)이라 함은 증권상 담보위험에 기

인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중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즉, 보험자의 보상책

임은 배상청구가 보험기간중에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자는 배상청구제기와 동 사실의 보험자에로의 통지가 보

험기간중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배상청구·통지기준

증권(Claims-Made & Reported Form)이라 한다.

이 두가지 증권중 순수배상청구기준증권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증권에서

는 배상청구의 통지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배상청구 자체가 보험

기간중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임원에 대한 배

상청구가 보험기간이 끝날 무렵에 제기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동 사실을 보

험자에로 통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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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수배상청구기준증권이라 해서 보험자에로의 통지를 게을리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험자는 통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보험자에

게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이 보통이다.23)

나 . 原 因行 爲 遡 及日 字 (Re tro ac tive Date s )

상당수의 D&O 증권은 배상청구 또는 통지가 보험기간중에 있었느냐를 묻

는 것 이외에 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언제 있었느냐를 묻는다.

즉,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내에 있더라도 그 배상청구의 원인이 되

는 위법행위(wrongful acts)가 소급일자 이전에 있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

게 된다.

이렇게 소급일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기간의 개시 훨

씬 이전에 행해진 위법행위 즉, 오래된 과거사실을 손해사정하는데는 어려움

이 따를 뿐만 아니라 역선택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급일자를 어

느 날자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험청약회사의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 소지

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사안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증권상 소급일자

요건을 표시하는 방법은 앞의 약관예문에서와 같이 위험약관(Insuring

Agreement)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별도 독립약관으로 뽑거나 아니면 특약형식

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소급일자가 설정되어 있는 어느 증권을 보험자를 달리해서 갱신할 경우 갱

신증권상 소급일자는 前 증권상 소급일자와 같거나 그 이전이어야만 위험담보

의 빈틈을 막을 수 있다.

23) 통지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기간 종료후 45일 이내 또는

최초 배상청구제기일 이후 30일 이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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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소급일자의 설정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고 설사 있더라도 그 일자를 멀리 소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

험자로부터 향후 소급일자를 더 최근의 일자로 전진시키지 않겠다는 서면약속

을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겠다.

다 . 賠 償請 求提 起 可 能性 認知 ·發 見

DISCOVERY PROVISION

If during the Policy period . . . the Company or the Insureds shall

become aware of any circumstances which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give rise to a claim being made against the Insureds and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Insurer of the circumstances . . . than any claim .

. . subsequently made against the Insureds . . . shall be considered made

at the time such notice of circumstances was given.

<要旨> 보험기간중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임

을 합리적으로 예견케 하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동 상황을 보험자

에 서면통지한 경우 예견된 배상청구가 그 이후에 실제 제기되었다면

최초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자에로 통지한 시점을 배상청구가 있는 시

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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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說 >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배상청구의 시점이 언제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일

부 D&O 증권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특정인이 배상을 받을 목적

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을 개시하면 배상청구

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단순

히 구두로 알려 온 것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또다른 상당수의 D&O 증권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상청구를 보면

어느 특정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의사가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구두로 알려오고

이를 접수한 피보험자는 동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

하면 배상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소환장 접수등 법적절차 없이 단순구두청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배상청

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단순구두청구에 이어 법적절차를 거친 공

식청구가 한참 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권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상청구

가 있었던 시점은 피보험자가 단순구두청구접수등으로 배상청구제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러한 사항

을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발견조항(Discovery Provision)이라고 한다. 이 발견

조항의 설정목적은 손해배상청구를 일으키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시점과

실제 배상청구가 있는 시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안될 때 피보험

자가 처하게 되는 무보험상태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발견조항은 표면적으로는 피보험자측에 유리한 것 같이 보이지

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을 보험자에 통지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올라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이 안될

수도 있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보험구득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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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延 長通 知期 間 (Exte nde d Re po rting (Dis c o ve ry) Pe rio d)

EXTENDED REPORTING (DISCOVERY) PERIOD

If the Insurer shall cancel this policy for any reason, except for the

nonpayment of premium, or refuse to renew this policy, the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upon payment within ten (1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such cancellation or nonrenewal of an additional premium of . . .

75 percent of the annual premium hereunder to an extension of this

insurance granted by this policy in respect of any claim or claims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twelve (12) calendar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cancellation or nonrenewal, but only in respect of

any Wrongful Act committed before the date of such cancellation or

nonrenewal. Such twelve (12) month period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tended discovery period".

<要旨> 보험자가 보험료불지급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불갱

신할 경우 피보험회사는 해지 또는 불갱신후 10일 내에 연간보험료의

75%를 납입하고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 경우 담

보위험은 해지 또는 불갱신 이전에 행해진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배상

청구에 한함.

<解 說 >

연장통지기간약관(ERP)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후 일정기간(통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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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기존보험자가 계속 담보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후 다른 보험자를 구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고안된 약관이다. 이 기간연장약

관에서 담보하는 배상청구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계약의 보험기간중에 있어야

하며(소급일자가 있는 경우 소급일자 이후), 원인행위가 계약종료후 연장기간

중에 있는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소급일자(A 보험자) 소급일자(B 보험자)

1/ 1/ 98 1/ 1/ 99 1/ 1/ 00

만기계약의 보험기간

(A 보험자)

통지기간 연장(ERP)

신규계약의 보험기간

(B 보험자)
↑ ↑

위법행위 배상청구

□ 피보험임원의 위법행위가 만기계약의 보험기간중에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ERP 기간중에 있는 경우 만기계약의 보험자(A 보험자)가 담보

A 보험자 및 B 보험자

소급일자

1/ 1/ 97 1/ 1/ 98 1/ 1/ 99 1/ 1/ 00

A 보험자 보험기간 B 보험자 보험기간
통지기간 연장(ERP)

C 보험자 보험기간

↑ ↑

위법행위 배상청구

□ 피보험임원의 위법행위가 A 보험자 증권의 보험기간중에 있고 배상청구는 B

보험자의 ERP기간중에 있는 경우 B 보험자가 담보.

B 보험자 증권의 소급일자가 1/ 1/ 97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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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장통지기간약관은 주로 보험자의 요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불갱

신이 있을 때 추가보험료 납부조건으로 판매된다. 보험자가 계약갱신시 보험

료수준을 상당폭으로 인상하거나 계약조건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계약갱신

이 사실상 안될 경우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는 통지기간연장약관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약관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

니다.

연장통지기간약관에 대한 보험료는 통상 연간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나타나

고 기간길이에 따라 다르다. 실무상 통지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까지 연장하고 있고, 보험료는 1년 연장에 연간보험료의 25% 내지 75%를 적

용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동 연장약관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종료후

10일 내로 제한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마 . 單 獨責 任約 款 (S eve rability Claus e s )

SEVERABILITY PROVISION

It is further agreed by the Company and the Directors that the

statements in the proposal form or in any material submitted therewith

are their representations . . . however . . . except for material facts or

circumstances known to the person(s) who subscribed in the Proposal

Form, any misstatement or omission in such Proposal Form or materials

submitted therewith in respect of a specific Wrongful Act by a particular

Director or Officer or his cognizance of any matter which he has reason

to suppose might afford grounds for a future claim against him shall not

be imputed to any other Director or Officer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is Policy as to such Director or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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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어느 임원이 청약서상 불실고지/불고지하거나 또는 장래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어느 상황을 인지

하고 있는 경우 동 임원의 불실고지/불고지 및 상황인지는 보험자의

보상책임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임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아니함.

<解 說 >

일반적으로 청약서 기재와 관련하여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로 인한 보험자

의 면책은 불실하게 고지한 임원은 물론 청약서를 실제 작성하지 아니한 여타

피보험임원에게도 적용된다.24) 그러나 이러한 면책은 배상청구제기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선량한 임원에게는 가혹한 일이 되므

로 일부 보험자는 단독책임약관을 제정, 어느 임원의 책임이 다른 임원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약관을 不歸責約款(Non-Imputation Clause)이라

고도 한다(p.89 참조).

24) Shapiro v. American Home Assurance Co. (1984) : D&O 증권의 청약서 질문사항중

「귀하는 장래 배상청구가 있을법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

하여 「No」라고 답하면서 청약서에 서명함. 차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약서 서

명자는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을 청약서 작성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실고지 하였음. 이에 법원은 請約書署名者는 물론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청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임원에게까지 그들에게 제기된 배상청구를 보험자가

면책할 수 있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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