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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대상 계약조항 – 면책 조항  

 

다음과 같은 모든 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부정직행위(Dishonesty):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사기 행위나 부작위(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또는 세계 모든 곳의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의 계획적인 위

반이나 불이행(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또는 그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

관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어떤 원고가 법적으로 얻을 자격이 없는 

이윤이나 보수나 이익을 얻는 것을 토대로 하거나 그것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인 배상청



구. 다만 이 면책조항은[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의 확장 6.(a)에 따른 방어 비용이

나 법적 대응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의무를 포함하여]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

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

는 적용되지 않는다(담보조항 제8항 e,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부당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담보조항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의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저질러지거나 시도되거나, 저질러지거나 시

도되었다고 주장되는 실수,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태만, 의무위반 또는 위탁의무 위반

(any error, misstatement, misleading statement, neglec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committed)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

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관련된 문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

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와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을 들고 있다.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

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