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結 論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보험종목이다. 그간 歐美에서도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떠맏고 이를 보험에 부치는 것이 사회건전질

서에 부합하는가에 논란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한때 임원이

란 선택된 자에 제공되는 사치성보험으로 분류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보험이 없으면 유능한 인재확보가 어렵고 회사경영은 주

주의사에 관계없이 保守的으로 치우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송비용을

이사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점에서 이 보험은 현대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D&O 保險

이 社外理事制와 함께 경영자를 감시하는 경영모니터와 내부통제의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25)

한편 미국에서는 임원배상책임에 대한 회사보상을 오래전부터 주법으로 인

정하여 왔고(要件과 範圍는 엄격히 제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 등

의 영국계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하여 임원이 자기의 직무를 정직하고 합리적

으로 처리하여 승소하는 경우 소송방어비용에 대한 會社補償(保險加入)을 인

정하고 있다.26) 더욱이 미국에서 임원의 행위가 고의, 수탁자의무위반, 법령의

25) 영국의 한 대학교수가 이사진/경영진/사외이사/D&O 보험수요 등에 관하여 영국내

366개 회사를 대상으로 행한 실험적 연구결과보고. Noel O'Sullivan, "Insuring the

Agents : The Role of D&O Insurance in Corporate Govern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4. No.3, 1997.
26) 홍콩 회사법 제165, 말레이사아 회사법 제140조, 싱가폴 회사법 제172조, Malcolm

D. Brown, "Technical Problems in Writing D&O in Asia", Asia Insurance Review,

Vol.1. No.4, 91.8.

당초 영국의 회사는 과실, 해태, 의무위반, 신탁위반 등에 기인하는 이사의 배상책

임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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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위반이 아닌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 또는 축소하고 회사보상을 넓히려

는 추세는 우리의 경우와 너무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도 이 부문에 대하여 활

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와 함께 국내 법체계에 근거하는 국문약관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의 필

요성은 IMF 환란이후의 경영환경의 변화, 즉, 소수주주의 권리강화와 지배주

주의 법적책임강화, 집단소송제 도입검토와 사외이사제의 활성화, 국제회계제

도 조기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M&A 전면허용과 자주회사 설립허

용, 금융기관간 경쟁촉진과 건전성 감독강화 등으로 會社任員의 義務와 責任

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된다.

國文約款의 제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망

된다고 본다.

·국내위험에 사실상 적용이 없는 회사보상부문의 삭제 또는 특약처

리(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이원적 운영)

·약관구성상 대표소송과 제3자소송의 분리(대표소송위험의 특약화)

·영미법과 우리나라 법제의 차이에서 오는 약관의 불명료성의 제거

(방어비용의 범위 및 부담주체, M&A관련 면책조항, 회사와 임원이

공동피고인 경우 손해액의 분담결정, 임원범위 등)

·역선택방지약관의 활용강화(Prior and Pending Litigation, Discovery

Provision 등)

·회사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입법적 근거마련27)

끝으로 언더라이팅 부문에 있어서 D&O 보험은 클레임처리의 長期性과 새

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에 대한 회사보상금지가 D&O 보험구입까지 금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였음. 이 문제는 1989년 회사의 D&O 보험구입을

허용하는 법안마련으로 해결되었음. Noel O'Sullivan, 전게서, pp .545-546.
27) 김선정, D&O 보험에 관한 몇가지 검토, 상사법연구, 제18권 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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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유형의 배상청구건의 출현등으로 危險測定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미

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용관련 클레임 및 환경오염 클레임의 증가, 감독기

관에 의한 배상청구건의 증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강화, 금융

산업의 경우 수탁자의무요건의 엄격화 등의 추세는 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

서 D&O 언더라이터는 國內的인 感覺은 물론 國際的인 感覺을 가지고 국내

법제는 물론 해당국가의 법체계와 클레임의 특성에 대해서 상시 숙지하고 있

을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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