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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 법규상 기업 내 위법행위와 기업변호사

윤리 그리고 그 함의*

1)2)

李 相 洙
**

요 약

  본고는 기업변호사가 기업 내 법행 에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논란 다. 미국에서는 2001년 

말 이래 일련의 거 기업 산을 계기로 기업변호사의 역할에 한 재검토가 이

루어졌고, 그 결과가 ｢사베인스-옥슬리 법｣(2002년 제정)에 반 다. 그 후 미

국증권거래 원회(SEC)는 이 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미국변호사 회

(ABA)도 ｢ABA 직무행 표 규칙｣을 개정하 다. 본고는 이들 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지 을 추 함으로써, 기업 내 법행 를 둘러싼 기업변

호사 윤리문제의 쟁 과 황을 악하는 것을 일차 인 목 으로 한다. 

  미국에서 기업 내 법행 와 련한 주요 논쟁지 은 기업변호사에게 기업 

내 법행 를 지할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부과한다면 어떤 내용의 의

무를 부과할지에 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기업변호사가 기업 내의 

한 법행 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반드시 상부로 보

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차 으로 기업내부의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법행

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 내의 최고  책임자에

게까지 한 법행 의 증거가 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행 에 한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기업변호사는 법행 의 증거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칭 ‘김용철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내 법행 와 련한 변

호사의 윤리 칙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변호사윤리장 ｣에는 그와 같은 내용

이 없어서, 향후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본고가 참고

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기업 내 법행 , 기업변호사, 비 유지, 사베인스-옥슬리 법, ABA 직

무행 표 규칙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810035.01).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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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7년 10월 말경 삼성그룹의  법무 장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시사

IN｣1)과 천주교정의구 국사제단2)을 통해 삼성그룹 내에서 규모 법행 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어 11월 5일에는 직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양심 고백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3) 내용은 삼성그룹이 김 변호사 몰래 김 변

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  50억원을 리했다는 것, 계열사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비자 을 조성했다는 것, 직 검찰간부에게 조직 으로 떡값을 

제공해 왔다는 것,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증언을 조작했다는 것, 이건희 회장이 

직  개입했다는 것 등이다. 김 변호사는 자신도 그러한 “명백한 범죄”4)에 가담

했으며, 공범으로서 구속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5) 이에 해 삼성측에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문건을 발표했다.6) 이에 

해 다시 김 변호사는 11월 26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인 폭로와 함께 일부

의 증거서류를 공개했다.7)

이 사건은 거 재벌 삼성의 내부비리에 한 폭로라는 만으로도 세간의 

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그 폭로의 주체가 변호사라는 에서 변호사들 사이에

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의 심은 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반했는지 여부 고, 기야 김 변호사의 징계가능성에 한 논의로 확

산 다. 

논의는 김 변호사를 옹호하는 측과 그 지 않은 측으로 확연히 구분 다. 옹호

하는 측의 주요한 논거 의 하나는 ‘사내’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윤리 규정상의 

1)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시사IN, 제7호, 2007. 10. 29자.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07년 10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사실을 밝힘과 아울러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수
사를 촉구했다. 

3) 이날 발표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문 전문은 http://www.ohmynews.com/nws_web/ 
view/at_pg.aspx?CNTN_CD=A0000757279(검색: 2008. 8. 20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각주 3)의 양심고백문.
5) 각주 1)의 ｢시사IN｣과의 인터뷰. 
6) 삼성은 2008년 11월 5일자로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삼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다. http://www.samsung.co.kr/news/newsworld/downloads/ 
samsung.pdf(검색: 2008. 8. 20자).

7) 이 날 기자회견 전문은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예컨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252735.html(검색: 2008. 8. 20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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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라기보다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므로 비 유지의무가 애당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 표 인 시민단

체인 참여연 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참여연 는 김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사건

을 수임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 임원으로서 근무했다고 보고, 단지 변호사 신

분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고용 계를 의뢰인-변호사 계로 보아 변호사법으로 징

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9) 그리고 설사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의 비 유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구체  상황에 따라서는 비 유지의무가 해

제된다고 주장하면서, 김 변호사의 폭로행 는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난

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10)

한편 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측에서는 

변호사의 비 유지의무 반을 주요한 논거로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한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사내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 각

종 내부의 법률 반 행 에 한 법률  처방안 등에 한 자문역할”인 것이 

명백한 이상 변호사로서의 비 유지의무를 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11) 이

들은 김 변호사가 결코 지르지 말아야 할 “신뢰의 기”를 범했으며,12) “변호

사 업계 체를 기의 구 텅이에 빠뜨리고 삭풍의 계 에 야에 내몰린 신출

내기 변호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13)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논란의 와 에 한변호사 회(이하 “ 한변 ”)는 김 변호사에 한 

고소(명 훼손)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인 을 고려하여 징계문제는 당분간 거

론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문제를 덮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제기한 변호사윤리 문

제는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해 “기업 내 법행 와 련한 기업변호사의 윤리”

8) 민경한(변호사), “변호사의 의뢰인 비 유지의무의 한계”, 한변 신문, 2007. 12. 3
자; 백현기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백현기(변호사), “변호사의 윤리와 역할”, 법
률신문, 2007. 12. 6자).

9) 참여연대 논평, “변협의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검토 납득하기 어려워”, 2007. 11. 
8자.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20919(검색: 2008. 8. 20자).

10) 각주 8)의 민경한의 글 및 각주 9)의 참여연대 논평 참고.
11) 임안식(변호사), “변호사의 비 유지의무”, 법률신문, 2007. 12. 20자; 검사출신이면서 

변호사 경력을 가진 배기석 교수도 같은 입장에서 서술했다(배기석, “기업법무와 변호
사윤리”, 부산 학교 법학연구(2008. 7), p. l401). 

12) 각주 11)의 임안식의 글.
13) 윤배경(변호사), “변호사의 의뢰인 비 유지의무”, 한변 신문, 2007. 11.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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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근하여 나름 로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기업변

호사란 기업에 직  고용되거나 고문계약 는 사건별 임계약을 통해서 기업

련 법무를 지속 ․ 문 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14) “기업 내 법행

와 련한 기업변호사의 윤리”와 련한 주요한 쟁 사항은, 기업변호사가 기

업 내 법행 15)를 알게 된 경우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법행 를 

지하기 한 극 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만약 법행 를 지하기 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면 어떤 조치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지, 법행 를 외부에 공

개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지, 변호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

되는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한 논란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변호

사제도를 가진 부분의 나라에서 공통 으로 두되는 문제이다. 특히 미국에서

는 2002~2003년에 걸쳐 이러한 문제들이 면 으로 논란되었고, 그 결과로서 

미국변호사 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직무행 표 규칙｣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표 규칙”)이 개정 다. 본고

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논 과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기업 내 법행 와 

련한 기업변호사의 윤리규범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4년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이하 “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직 내 변호사’에 한 규정(제50조, 제51조)을 별도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호사윤리장 ｣(2000. 7. 4. 문개정, 이하 “윤리장 ”)이 있지만 기업 

내 법행 를 염두에 둔 별도의 윤리규정은 없다. 따라서 재로서는 기업변호

사를 포함한 변호사 일반에 용되는 윤리장  제23조(비 수)와 그 외 변호사

윤리에 한 일반규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침 한변 은 

14) 기업변호사(business lawyer 또는 corporate lawyer)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직 없다. 김건식은 기업변호사(business lawyer)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는 로펌변호사
와 사내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으며(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3), p. 273), 배기석은 기업법
무변호사란 용어를 쓰면서 이는 사내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나누었고(배기석, 전게서
(각주 11), p. 380), 오승종은 회사변호사란 말을 쓰면서 이를 사내변호사와 사외변호
사로 나누었다(오승종,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2004), p. 31). 본고의 기업변호사 
개념은 이를 종합하여 재구성해 본 것이다. 

15) 여기서 위법행위는 형법상의 위법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민⋅형사법 및 
행정법 등 제반 법령의 위반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자체 규
정의 위반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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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윤리장 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호사윤리장 특별 원회｣를 통해 개정작업

을 하고 있는데 개정내용에는 사내변호사의 윤리강화에 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

라고 한다.16) 본고는 이러한 개정작업에 조 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I. 사베인스-옥슬리 법과 증권거래위원회의

변호사 직무규정의 제정

1. 사베인스-옥슬리 법의 제정

미국 표 규칙의 개정을 낳은 직 인 계기는 2001년 12월에 터진 이른바 엔

론(Enron) 사건이었다. 엔론은 1885년에 설립되어 주로 천연가스, 기 등 에

지 련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기업으로서, 1995년부터 6년 연속 포

(Fortune)지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신 인 회사로 선정될 만큼 큰 명성을 유지

했다. 그러나 엔론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기에 착했으며, 그 와 에 

분식회계와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질 고 결국 산했다.17) 2000년 말 주당 

90달러 던 엔론의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원인과 책에 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여러 논란 의 한 축은 변호사의 역할에 한 회의 다. 당시 엔론에 소속되

었던 270명에 이르는 사내변호사들은 기업내부의 불법을 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  거래의 문서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18) 빈손 앤 엘킨스

(Vinson & Elkins) 등 미국 유수의 로펌들도 기업의 외부에서 법률자문역을 수행

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 다. ABA로서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엔

론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02년 3월 28일 ABA는 ｢기업책임에 한 ABA 작업 ｣ 

(ABA Task Force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이하 “ABA TF”)을 구성했다. 당

시 ABA 회장이던 Robert Hirshon은 TF의 목 이 “불측의 엄청난 충격을  엔

16) 대한변협의 최태형 대변인이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인터넷 법률신문, 2007. 11. 12
자, https:// 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34291, 검
색: 2008.8.20자). 

17) 엔론의 파산과정에 대해서는 김선정, “미국에 있어서 공개법인 파산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 엔론 사건의 경위를 중심으로”, 상사 례연구, 제14권(2003). 

18) 변호사들이 엔론의 사기행위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는 Susan P. Koniak, “Corpo-
rate Fraud: See, Lawyer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26 
(2003), pp. 202-204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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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나 그와 유사한 회사의 산과 련하여 제기된 기업책임 련 문제”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9) 이를 해 ABA TF는 기업변호사와 경 자를 규율하

는 법․규정․윤리원칙의 틀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한편 이 문제에 해 ABA보다 더 극 으로 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연

방의회 다. 연방의회는 ABA가 책을 제시하기도 에 먼  입법으로써 증권

변호사20)에 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사

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사베인스 법”)이다.21) 2003

년도 미국 표 규칙의 개정작업은 이 법의 제정에 향을 받으면서 진행 다.

엔론 사건 직후 변호사에 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한 사람은 Richard Painter 

등 40명의 교수들이었다.22) 이들은 연방 증권거래 원회(The Security and Ex-

change Committee: 이하 “SEC”) 차원에서 변호사를 직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이들의 제안은 한편으로 기업 내에서 변호사의 극 인 역할을 요

구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에 한 불신, 좀 더 정확하게는 변호

사를 규제하는 ABA  주 법원에 한 불신을 담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 ABA

와 주 법원이 변호사를 제 로 단속하지 않는 에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

던 것이다. 따라서 어도 증권변호사에 한 통제는 연방정부가 직  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은 의회에서 극 검토 다. Sarbanes에 의해 제안된 법안에 해 

Painter 교수 등의 의견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은 John Edward를 시한 

19) Preliminary Report of the ABA Task Force on Corporate Responsibility(July 16, 2002). 
이하 “예비보고서”라 한다. 보고서의 출처: http://www.abanet.org/buslaw/corporaterespon 
sibility/preliminary_ report.pdf(검색: 2008. 8. 20자) 및 58 Bus. Law. 189(2002).

20) 증권변호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주 31) 및 관련 본문에서 설명함.
21) PL 107-204, 2002 HR 3763, July 30, 2002, 116 Stat 745. 사베인스-옥슬리 법은 상원

에서 사베인스(Paul Sarbanes) 의원의 제안으로 통과된 법과 하원에서 옥슬리(Michael 
Oxley) 의원이 제안한 법을 통합하여 만든 단일법이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백정웅, “사베인스-옥슬리 법의 비판적 고찰”, 상사 례연구, 제15
권(2003)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변호사의 책무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만 거론하고 있다. 

22) 이들의 입장은 편지형식으로 SEC에 전달되었고, 이것이 SEC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자, 
의회로 전달됐다. SEC는 변호사에 대한 규제업무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며 의회가 법
을 바꾼다면 그 일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Painter 교수 등이 SEC에 보낸 편지는 “중
대한 위법행위의 이사회에 보고 그리고/또는 사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편
지 원문의 출처: http://www.abanet.org/buslaw/corporateresponsibility/pitt.pdf(검색: 2008.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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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상원의원이었다. Edward 의원은 “사실 경 자와 회계사는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구나 회사 경 자와 회계사가 일할 때는 

언제나 변호사가 사실상 늘 그곳에서 어깨 머로 쳐다본다는 것을 안다. 경 자

나 회계사가 법을 어긴다면 그 이유의 일부는 거기에 있으면서 여한 변호사가 

자기 일을 제 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변호사의 역할

이 요하다고 보았다.23) 동시에 그는 “우리가 본 엔론, 월드콤, 그리고 다른 기

업비리들을 볼 때, 회계사들에게 자율규제를 허용해서는 안 되듯이 변호사들에게

도 자율규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명백해졌다”24)고 발언하여 변

호사의 자율규제에 해서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변

호사를 직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에 한 규제권이 주 법원에 속한 미국 통에 비추어 

보면, 획기 이었다. 주 법원은 이러한 권한이 사법부의 고유하고 독 인 권한

이라고 시하여, 입법부의 간섭을 종종 배제했고(State ex rel. Fiedler v. Wis-

consin Senate, 454 N.W.2d 770. 774(1990) 결), 변호사의 활동에 간섭하는 주 

의회의 입법을 헌이라고까지 결했다(Matter of Public Law No. 154~1990. 

561 N.E.2d 791. 793(1990) 결).25) 그 연장선에 ABA는 의회에 극 로비하면

서 연방정부의 변호사 규제제도의 도입을 지하려 했다.26) 연방차원의 법이 통

과되면 일 성이 없고 모순된 윤리규정이 생기게 되고 의뢰인-변호사 계를 해

칠 것이며,27) 변호사에 한 규제권이 주에 있는 이상 연방차원의 규제는 부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28) 

그러나 ABA는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주에 의한 변호사 규제는 의회의 불

신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엔론 사건이 터지는 것을 방치했을 만큼 주는 이미 자

23) 148 Cong. Rec. S6551 (July 10, 2002), Sung Hui Kim, “The Banality of Fraud: Re- 
situating the Inside Counsel as Gatekeeper”, Fordham Law Review, Vol. 74 (2005. 12), 
p. 1039에서 재인용. 

24) 상게서, p.1039에서 재인용. 
25) 김재원, “변호사비용과 법조윤리―미국의 수임료 규제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11호

(1995), p. 130.
26) Jennifer Wheeler, “Securities Law: Section 307 of the Sarbanes-Oxley Act: Irreconcil-

able Conflict with the ABA’s Model Rules and the Oklahom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klahoma Law Review, Vol. 56 (Summer 2003), p. 470.

27) 상게서, p. 470. 
28) Koniak, 전게서(각주 18),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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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부여된 규제권을 제 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 지 다. 그리고 주의 

규제당국은 고도로 문 인 증권변호사를 규제하기 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

다는 도 지 다. 따라서 증권변호사에 한 주의 배타  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증권변호사를 징계의 범 밖에 남겨두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29)

미국 자본시장을 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긴 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결국 Painter 교수 등의 제안을 수용했고, 이것이 사베인스 법의 제307조로 삽입

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으며, 하원에서도 압도 인 표차로 통과 다. 이

게 마련된 제307조의 내용은 단순한 것이었다. 이 조항의 문은 다음과 같다.30) 

Sec 307. 변호사의 직무책임규칙

2002년 7월 30일부터 180일 이내 [증권거래] 원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하여, 발행인의 리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 원회의 차에 여

하는 변호사를 한 최소한의 직무기 을 담은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1) 변호사로 하여  기업이나 그 기 에 의해서 증권법의 한 법이나 신

인의무 반 는 그와 유사한 반의 증거를 회사의 법무실장이나 최고경

자( 는 그에 상당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2) 만약 증거에 해서 법무실장이나 최고경 자가 히 반응을 보이지 않

는다면(필요한 경우 법행 에 해서 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 변호사로 하여  발행인 이사회의 감사 원회 는 발행인에 

의해서 직⋅간 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들로만 구성된 이사회의 

다른 원회 는 이사회에 증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사베인스 법은 그 용 상을 발행인(issuer)의 리인으로서 SEC의 차에 여

하는 변호사31)로 한다. 발행인이란 미국증권거래법(1934)에 따라 “어떤 증권이든 

발행하거나 발행을 제안하는 자”32) 등을 의미하며, SEC의 차에 여한다는 의

미는 SEC를 상 방으로 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SEC의 행정 차 등에서 발행인을 

29) Roger C. Cramton, George M. Cohen, Susan P. Koniak, “Legal and Ethical Duties of 
Lawyers after Sarbanes-Oxley”, Villanova Law Review, Vol. 49 (2004), p. 730.

30) 사베인스 법 제307조는 15 USC § 7245로 실려 있다. 
31) “SEC 절차에 관여하는 변호사”(attorney appearing and practicing before the Commis-

sion)라는 번역은 八代英輝, “米國企業改革法に基づく辯護士情報開示義務 ”, 國際商事法

務, 第31卷 第4号 (2003), p. 458에 따른 것이다. 
32) 발행인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정의는 15 U.S.C.A. § 78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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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경우, 증권법과 SEC규칙에 해서 자문하는 경우, 증권법과 SEC규칙에 

해서 발행인에게 자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33) 본고에서의 ‘증권변호사’(secu-

rities lawyer)란 바로 사베인스 법의 용 상이 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컨  사베인스 법에 의하면, SEC는 법제정 후 180일 내에 기업의 법행 와 

련한 증권변호사의 직무기 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그 규정에는 기업 내 

한 법행 의 증거를 상부로 보고하는 의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라는 것이었

다. 이 법의 내용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로 인해서 SEC는 어도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 내 비행(misconduct)과 련한34) 변호사 직무기 을 만들 수 있

는 포 인 권리를 갖게 다. 이는 종래에 비하면 획기 인 것이었고, 더구나 

요하고 돈이 되는 분야의 직무기 을 만든다는 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3.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의 변호사 직무기준 제정

사베인스 법에 따라 SEC는 직무기 의 제정작업을 시작했고, 2002년 11월 21

일에 SEC는 ｢변호사의 직무기  이행에 한 안｣(이하 “SEC 안”)을 발표했

다.35) 내용은 사베인스 법에서 임한 사항, 즉 상부로의 보고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상부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서는 사베인스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해 SEC 안은 “소란스러운 사임”36)(SEC 안 §205.3(d))과 “허용  공개”37)

(SEC 안 §205.3(e))를 안으로 제시했다. 그 외 SEC 안은 변호사에 한 

33)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의는 ‘SEC 최종안’(SEC 최종안에 대해서는 각주 43) 및 
본문 참고) 및 17 C.F,R. § 205.2(a) 참고. 

34) ‘SEC 초안'(SEC 초안에 대해서는 각주 35) 및 본문 참고)은 SEC 절차에 관여하는 변
호사의 모든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변호사와 발행인의 비행에 대
해서만 한정하여 규제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SEC 초안 IV. A.). 

35) 정식명칭은 ｢변호사의 전문직 직무기준의 이행｣이다. SEC, Proposed Rule: Implement-
ation of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for Attorneys, Release Nos. 33-8150; 34- 
46868; IC-25829, December 2, 2002. 출처: http://www.404.gov/rules/proposed/33-8150.htm 
(검색: 2008. 8. 20자).

36) 소란스런 사임(noisy withdrawal)이란 변호사가 의뢰인-변호사 관계에서 사임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뢰인의 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직무윤리상의 이유로 인해 사임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 하
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37) 허용적 공개(permissive disclosure)는 의무적 공개(mandatory disclosure)에 대비되는 의
미이다. 즉,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
사의 재량으로 의뢰인의 비 정보를 공개를 해도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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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안이 발표되자 ABA는 경악(aghast)했다.38) ABA는 1983년 표 규칙

의 제정 이래 기업 내 법행 에 한 정보공개에 해 일 하여 반 해 왔기 

때문이었다. 엔론 사건이 발생하기 직 인 2001년 8월에 열린 ABA 의원 회

는 기업 내의 법행 의 공개를 허용하는 개 안에 해서 반 하고 이를 좌

시켰다. 심지어 2002년 엔론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ABA 의원 회는 사기

(fraud)가 법정에 해서 행해진 것이 아닌 한, 의뢰인의 사기행 를 공개하기 

한 어떤 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39) 소란스런 사임에 해서 

ABA는 그것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과장되게] 주장했으며, 정부가 

변호사를 내부고발자로 만들려고 하며 이는 의뢰인-변호사 계를 근본 으로 변

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0) 

주 법원도 ABA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2002년 8월 1일에 열린 법원장 회

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s)는 연방차원의 변호사 규제에 해 반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SEC 안이 나왔을 때 법원장 회의의 의장은 변호사에 한 

주의 배타 인 할권을 거론하고, 소란스런 사임이나 허용  공개에 반 했

다.41) 그러나 당시에 이미 많은 주의 윤리규칙이 소란스런 사임이나 허용  공개

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는 시 착오 인 면이 있었다.42) 

SEC는 안 발표 이후의 논의를 반 하여 2003년 1월 29일 증권변호사의 직

무기 을 담은 최종안으로서 ｢제205부 규칙｣(Part 205 Rules, 이하 “SEC 최종

안”)을 발표했다.43) 이는 2003년 8월 5일에 발효하는 것으로 했다. SEC 최종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보듯이 소란스런 사임은 최종안에 반 되지 

38) Cramton, 전게서(각주 29), p. 731.
39) Irma S. Russel, “Client Confidence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Legal Profession: 

Observation on the ABA House of Delegates Deliberations on the Duty of Confident-
iality”, Professional Lawyer, Vol. 13 (Spring 2002), p. 21.

40) Susan P. Koniak(이하 “Koniak(II)”로 표시함), “When the Hurlyburly’s Done: The 
Bar’s Struggle with the SEC”, Columbia Law Review, Vol. 103 (June 2003), p. 1270.

41) Letter form Judith S. Kaye, President,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to Jonathan G. 
Katz, Secretary, SEC (Dec. 13, 2002) 출처: http://www.sec.gov/proposal/s74502/jskaye1.htm) 
(검색: 2008. 8. 20자).

42) 각주 51) 참고
43) 17 C.F.R. 205; SEC. Final Rule: Implementation of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for Attorneys Release Nos. 33-8186; 34-47282; IC-25920, (17 CFR Part 205). 출처: 
http://www.sec.gov/rules/proposed/33-8186.htm (검색: 2008.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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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① 상부로의 보고 강제(mandatory reporting up)

SEC 최종안의 기본내용은, SEC 안과 마찬가지로, 사베인스 법에서 규정한 

상부로의 보고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발행인이나 그 간부, 이사, 피

고용인 등에 의한 한 법행 (material violation)의 증거를 알게 되면, 즉시

(forthwith) 그 증거를 법무실장(CLO)에게 보고하거나 CLO와 최고경 자(CEO)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205.3(b)(1)). 여기서 법이라 함은 연방  주 증권법의 

반, 연방  주법에 따른 신인(信認)의무 반, 기타 연방  주법의 반을 말

한다. 만약 보고를 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CLO나 CEO가 한 시간 내에 

한 반응을 했다고 합리 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는 법행 의 증거를 이

사회의 감사 원회(audit committee), 발행인에 의해서 직․간 으로 고용되지 않

은 이사로 구성되는 원회, 는 [ 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205.3(b)(3)). 상

부로 보고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한 반응44)을 보이지 않았

다고 믿는다면, 자기가 보고한 CLO, CEO, 이사에게 보고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

다(205.3(b)(9)). 요컨 , 한 법행 의 증거를 알게 된 기업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부로 보고하여 기업의 내부에서 장래 법행 의 방

지나 과거 법행 의 교정을 한 조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CLO에게 보고한 경우, 보고받은 CLO는 한 법행 가 있는지

를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변호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CLO가 상

당한 법행 가 없다고 합리 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발행인이 한 반응

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205.3(b)(2)). 

만약 발행인이 사 에 법 원회(qualified legal compliance committee, QLCC)

를 설치해 두었다면, 한 법행 의 증거를 알고 있는 변호사는 CLO에 보

고하는 신에 법 원회에 보고해도 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보고의무를 다한 

것이며, 발행인의 반응이 했는지에 해서 평가할 의무가 면제된다((205.3(c) 

(1)). CLO도 보고받은 증거를 스스로 조사하는 신 이를 법 원회에 달할 

44) 적절한 반응(appropriate response)이란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장래 
위법행위의 방지나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교정조치가 있는 것, 변호사를 고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205.2(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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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05.3(b)(2)). 법 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에 해 조사여부결정, 조사의 

실행, 발행인에 한 한 조치의 권고, 보고자에 한 통보 등의 책무를 지닌

다(205.2(k)). 

이상은 사베인스 법에 따른 상부로의 보고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의 해결 차를 소진하라는 것이므로 이를 ‘내부  구제의 소진’(exhaus-

tion of internal remedy)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② 외부로의 공개 허용(permissive reporting out)

내부  구제노력을 다 했는데도 법상태가 지속되거나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 

증권변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언 했듯이 SEC 안은 ‘소란스런 사

임’과 ‘허용  공개’를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는 최종안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해 조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본다. 
SEC 안은 소란스런 사임과 련하여 몇 가지 경우로 나 어 제안했다. 우선 

법행 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진행 인 경우와 이미 법행 가 종료된 

경우로 나 고, 이어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된 경우(즉, 사내변호사인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어 규정했다(SEC 안 205.3(d)). 
먼  만약 변호사가 한 법행 를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보고했

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응을 통보받지 못했고, 그 법행 가 계속 이거나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발행인이나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낳을 것

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외부변호사라면 리 계에서 사임하고 

그 사임사실을 SEC에 통보해야 하며, 자기가 참여하여 작성․제출한 서류의 효

력을 부인해야 한다(shall). 즉, 외부변호사는 의무 으로 소란스런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사내변호사의 경우는 자기가 참여하여 작성․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변호사가 한 법행 를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보고했음

에도 불구하고 한 반응을 통보받지 못했고 한 법행 가 이미 종료

으며 지속 인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는 소란스런 사임을 해도 된다(may). 

즉, ‘과거’의 한 법행 에 한 교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란스런 사임

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SEC 안은 소란스런 사임을 강제하거나 는 허용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변

호사와 발행인의 비행을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미 비행이 질러진 경

우는 발행인과 주주에 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했다(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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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IV. A). 그러나 SEC 안이 제안한 이러한 내용은 ABA의 반  속에 SEC 

최종안에 반 되지 못했다.

한편 SEC 안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발행인의 비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은 SEC 최종안에 그 로 반 다. 이에 의하면, 변호

사는 일정한 경우에 변호사가 합리 으로 믿는 범  내에서 리와 련한 비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발행인의 동의 없이 SEC에 폭로(reveal)할 수 있

다. 여기에는 폭로가 허용되는 경우란, 발행인이 발행인이나 투자자의  이

익이나 재산에 상당한 손상을 낳을 수 있는 한 법행 를 방지하기 한 

경우, 발행인이 SEC조사나 행정 차에서 증을 하려고 하거나 돈을 써서 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경우,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행인

이나 투자자의 재정  이익이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낳거나 낳을 수 있는 경

우, 발행인의 한 법행 의 결과를 교정하기 한 경우 등이다(205.3(d)(2)). 

만약 법 원회가 권고한 조치에 해서 발행인이 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 원회는 SEC에 통보할(notify) 권한(authority)을 갖는다(205.2(k)).

③ 변호사의 의무 반에 한 제재

제205부의 규정을 반한 변호사에 한 제제는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첫째

는 SEC가 변호사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45) 둘째

는 징계처분이다. SEC 징계당국은 증권변호사에 해서 다른 할에서의 징계와 

상 없이 징계할 수 있으며, 견책, 증권업무에서 일시 인 활동 지 는 구

인 활동 지 등에 처할 수 있다(205.6(a), (b)). 반면 SEC 이외의 자가 이 규정의 

반을 이유로 변호사나 로펌, 발행인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이 규정의 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SEC에만 배타 으로 귀속된

다(205.7(a), (b)). 이 조항은 흔히 “안 한 항구”(safe harbor)조항으로 불린다.46) 

45) 제205부 위반 이외에 증권법이나 사베인스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
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집행을 위한 소송(enforcement action)과 형사소송도 가능
하다. 2002년부터 2005년 4월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에 76건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베인스 법 이전의 기준에 따른 소송들이었다. 이들 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사기에 개
입한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도 포함한다. 후자의 예를 보면, 이사회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은 경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허위적인 문서를 준
비하거나 승인한 경우, 내부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Keith L. Kearney, et 
al., “Lawyers as Gatekeepers in the Underwriting Process”, Practising Law Institute, 
Corporate Law and 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2007. 4), pp. 29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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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만약 증권변호사가 기업 내에서 한 법행 의 증거를 알게 되면, 

CLO나 CEO에게 보고해야 하고, 만약 한 조치가 있다고 합리 으로 믿어지

지 않으면, 이사회나 그에 상당하는 최고  책임자에 이를 때까지 상부로 보고해

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CLO, 

CEO, 이사회에 설명해야 하고,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SEC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행 를 보고받은 CLO나 법 원회도 마찬가지

의 의무를 진다. 

소란스런 사임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SEC는 이에 한 심을 포기하지 않았

고 스스로 안을 내기도 하고, 그에 한 의견수합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공개 으로 의견을 취합한다고 하면서 향후 ABA의 활동을 보아 규칙의 개정여

부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SEC 최종안 III. B. 참고).

III. 표준규칙의 개정과정과 논쟁지점

ABA TF는 출범 이래 4개월여의 작업 끝에 2002년 7월 16일자로 ｢ 비보고

서｣47)를 발표했다. 그에 한 열띤 논쟁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담아 2003년 3월 

31일 ｢최종보고서｣48)를 발표했다. ABA TF 최종보고서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사베인스 법  SEC 규정을 반 하지 않을 수 없었고, 2003년 8월에 열린 ABA 

의원 회는 최종보고서의 제안내용을 거의 그 로 수용하는 안을 채택함으로

써 기존 표 규칙 1.6(비 유지의무)과 1.13(의뢰인으로서의 조직)을 개정하기에 

이르 다.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논쟁지 과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종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종  표 규칙 1.6은 의뢰

인 비 의 공개조건을 매우 소하게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제3자의 죽음이나 

46)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Sara B. Smith, “Sarbanes-Oxley Act, Section 307 ― The Price of Accountability: 
How Will Section 307 Affect the Role of the Corporate Attorney?”, West Virginia 
Law Review, Vol. 107 (Spring 2005), p. 914 참고).

47) 각주 19) ABA TF 예비보고서 참고.
48) Report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Task Force on Corporate Responsibility(March 

30, 2003). 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보고서의 출처: http://www.abanet.org/buslaw/ 
corporateresponsibility/home.html (검색: 2008. 8. 20자) 및 59 Bus. Law. 14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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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신체  손상을 막기 한 정보의 공개는 허용되었지만, 의뢰인(회사)이나 

제3자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한 공개는 허용되지 않았다.49) 표 규칙 1.13

은 변호사가 자신이 리한 조직에서 법행 를 발견한 경우 조직의 최 의 이

익이라는 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안의 재고 요청, 조직내 

련 책임자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는 것, 사안을 최고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가 그 에서 어떤 조치

를 취할지는 법행 나 결과의 심각성, 변호사에 의한 리의 범 와 성격, 

련자의 동기, 그 사안에 한 조직의 정책 등 구체 인 상황을 보아 단해야 하

는 것으로 했다. 종  표 규칙 1.6과 1.13을 종합하면, 변호사가 기업 내의 법

행 와 련하여 의뢰인(기업)의 비 정보를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은 확

실했지만, 극 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모호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에 가담하지 않기 해서 는 사후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해서는 사임하

는 이외의 방법은 없었다. 아무튼 변호사가 기업내부의 법행 를 외부에 폭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  표 규칙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1. 표준규칙 1.6의 개정

ABA TF의 기본입장은 ｢윤리2000 원회｣50)의 제안51)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즉, 

49) 종전 표준규칙에서 비 유지의 예외로서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임박한 죽음
(immanent death)이나 상당한 신체적 손상(substantial bodily harm)을 막기 위한 경우, 
변호사 자신의 변호를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법적 분쟁, 대리에 관한 의무에 관하여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명령 등이 있다(종전 표준규칙 1.6참
고). 사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공개를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은 1983년 미국 표준규칙
이 제정될 때부터였다. 그 이전의 변호사윤리 규정인 ｢직무책임준칙｣(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969)에서는 그러한 공개가 허용되어 있었다.

50) 공식명칭은 The Commission on Evaluation on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이다. 
1997년 당시 회장이었던 Jerome Shestack이 1983년 표준규칙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서 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2000년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윤리2000위원회｣(Ethics 2000 Commission)로 불렸다. 이 위원회 보고서의 제
안은 2001년부터 검토되었고 2002년 8월 제안내용 중 대다수가 표준규칙에 반영됐다. 
다만, 의뢰인의 사기나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비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윤리2000위
원회 보고서의 출처: http://www.abanet.org/cpr/e2k/e2k-report_home.html(검색: 2002. 8. 20).

51) 윤리2000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6(b)(2)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나 재산에 상당한 손상을 낳을 것이 합

리적으로 확실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되었거나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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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의 경제 ․재산 인 손실을 방하거나 완화하거

나 교정하기 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정보의 공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행 를 한 경우에 한정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나 사기행 를 기도하는 순간 의뢰인을 한 

비 유지의 특권이 박탈된다는 것이 논거 다(ABA 최종보고서, p. 54; 표 규칙 

1.6, 주석 7). 앞에서 보았듯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이러한 제안은 ABA 의원 회에서 거부된 안이긴 하지만, 제안 자체가 진

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부분의 주가 취하고 있던 입장이었으며,52) Re-

statement (Third) of the Law Governing Lawyers(제67조)의 입장이기도 했고,53) 

심지어 ｢ABA의 기업법 분과｣(ABA Section of Business Law)54)의 입장이기도 

했다.55) 따라서 ABA TF가 이러한 입장을 제시한 것은 실을 이끈다는 의미보

다는 실로부터의 괴리가 심한 표 규칙을 개정하자는 의미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BA TF 비보고서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의 법사실에 한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즉, 비보고서는 표

규칙 1.6의 개정방향과 련하여 “연방증권법과 규칙의 반을 포함하여, 범죄와 

련된 의뢰인의 행동이고, 변호사에게 알려진 행동이며, 법행 를 함에 있어

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재정  이

범죄나 사기를 의뢰인이 범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합
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1.6(b)(3) 변호사는 변호사의 서비스가 사용된 의뢰인의 범죄나 사기로부터 합리적으로 
확실히 유발되거나 유발된 다른 사람의 재정적 이익이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상
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52) 표준규칙이 범죄나 사기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대부분의 주는 그러
한 표준규칙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논의가 진행되던 2002년 시점에서 41개 주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으며, 18개 
주가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된 범죄나 사기로부터 초래된 상당한 손실을 교정하기 
위한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ABA TF 예비보고서, p. 206).

53) Restatement 제67조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
보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REST 3d LGOVL § 67 
참고. 

54) ABA 기업법분과는 50,000명의 회원을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 내의 문제에 늘 
부딪히는 변호사들로서, 윤리2000위원회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했다.

55) Larry P. Scriggins, “Legal Ethics, Confidentiality, and the Organizational Client”, Busi-
ness Lawyer, Vol. 58 (2002. 11), pp.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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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나 재산에 상당한 손상을 낳을 것이 합리 으로 확실한 행동을 방지하기 

하여, 의뢰인의 정보에 한 공개는 허용 인(permissive) 것이 아니고 강행 인

(mandatory) 것으로 하여야 한다”(ABA TF 비보고서, p. 206)고 했다. 물론 공

개가 강제되는 조건은 엄격했다. 의무  공개는 변호사에게 알려진 법행동이면

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되었고, 비범죄  사기의 공개는 제

외 으며 법행 의 사후  교정을 한 공개도 제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고서의 제안은 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공개의 의무화는 기업의 법

을 제고하기보다는 잠식한다고 주장 다. 이유는 의뢰인이 의문의 여지가 있는 

행동에 해서 변호사와 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변호사는 제

3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하여 합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

안에 하여 의뢰인과 의하거나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다(ABA TF 최종보고서, pp. 20-22). 그리고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지게 될 수 있다는 도 지 다.56)

결국 최종보고서에 남은 것은 윤리2000 원회의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이 다(ABA TF 최종보고서, p. 52). 기업변호사의 윤리장 과 련하여 주요

하게 변화된 부분인 1.6(b)(2)와 (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정보에 한 비 유지

(b) 변호사는 다음을 해서 필요하다고 합리 으로 믿은 범  내에서 의뢰인

의 리와 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
   (2) 다른 사람의 재정  이익이나 재산의 상당한 손실이 래될 것이 합리

으로 확실한 범죄나 사기이면서 그것의 실행에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

용되었거나 되고 있는 범죄나 사기를 의뢰인이 범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는

   (3) 의뢰인이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행한 범죄나 사기행 로 인하

여 유발이 합리 으로 확실하거나 이미 유발된 다른 사람의 재정  이

익이나 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막거나 완화하거나 교정하기 해서.

에서 보듯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

기 하여 의뢰인 비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아울러 과거의 범죄나 사기의 결

56) Deborah Rhode, David Luban, Legal Ethics 4th ed., (Foundation Press, 2004),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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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완화하거나 교정하기 한 공개도 허용했다(다만, 단순한 공개를 넘어 체포

나 기소 등에 한 조의무는 없다). 필요하다고 합리 으로 믿는 범  내에서

만 공개를 허용한 것은 종 로이다. 최종보고서는 이미 공개를 허용한 많은 주

에서조차 외부로의 고발은 거의 없었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표 규칙의 개정은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의 법을 조장할 더 많은 기회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ABA TF 최종보고서, p. 55). 

2. 표준규칙 1.13을 둘러싼 논점과 개정내용

표 규칙 1.13은 조직을 리하는 변호사의 행 규칙을 담은 규정이다. 여기에

는 조직에 고용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조직과 수임계약하여 조직을 리하는 변

호사도 포함된다(표 규칙 1.13(a)). 여기서 말하는 조직에는 법인기업뿐만 아니

라 비법인기업, 조합, 정부기구 등이 포함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3년 개정 이

의 규정은 변호사가 조직 내의 법행 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

는지 명료하지 않았으며, 기업변호사에 의한 공개행 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

나 엔론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과 사베인스 법  SEC규정의 제정은 표 규칙 

1.13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ABA TF의 움직임을 심으로 이를 둘러싼 논

쟁 의 추이를 살펴본다.

(1) 상부로의 보고를 의무화

ABA TF 비보고서는 우선 종  표 규칙 1.13의 결함을 지 했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법행 를 변호사의 리와 련된 사안에 한정한 

것, 회사 내의 혼란과 비 정보의 유출 험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거나(종  표

규칙 1.13(b)) 법행 의 조사를 해서는 명백한 근거(clear justification)가 있

어야 한다고 함으로써(종  표 규칙 1.13, 주석 3) 변호사의 극  역할을 억제

한 것 등이 포함된다(ABA TF 비보고서, pp. 28-29).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ABA 

TF 비보고서는 변호사의 리와 련되지 않은 법행 에 해서도 조치를 

취하게 하고, 법행 가 한 경우는 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직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했다(ABA TF 비보고서, p. 216). 

이처럼 비보고서는 상부로의 보고를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제안

내용은 미미했다. 

그러나 ABA TF 비보고서의 공개 이후 SEC 안이 공개되면서 사정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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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다. SEC 안은 변호사가 법행 의 증거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forthwith) 상부로 보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법행 의 증거를 

반드시 상부로 보고해야 하며, 그것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상부로의 보고

와 련하여 변호사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한 종  표 규칙 1.13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ABA TF는 이러한 내용을 반 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다만 ABA TF 최종보고서는 SEC 안을 약간 변형한 제안을 내어놓았다. 

즉,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신에 “변호사는 그 게 하는 것[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합리 으로 믿지 않는 한” 상

부로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

는 한편으로 재량의 여지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가 법행 를 발

견하면 ｢상부로의 보고｣ 는 ｢ 의 없음｣ 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당히 

얼버무리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은 종  표 규칙 1.13의 애매한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명백한 개선이었다. 이 제안은 표 규칙 1.13(b)에 반

다. 이로써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법행 를 인식하게 된 이상, 그것이 사소하

여서 상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단하지 않는 한, 반드시 상부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다. 결과 으로 종  표 규칙 1.13(b)는 다음과 같이 개정 다. 

(b) 만약 조직의 변호사가 리와 련한 사안에서 회사에 속한 간부, 피고용인 

는 다른 사람이 조직에 한 법  의무 반이거나 합리 으로 조직에 

가될 수 있는 법률 반인 행동이면서 조직에 상당한 손실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에 여하거나 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안다면, 조직의 최

이익의 입장에서 합리 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는 그

게 하는 것[보고하는 것]이 조직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합리 으로 믿

지 않는 한, 변호사는 그 사안을 조직의 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요구한다면, 조직을 해서 법에서 결정된 로 행동할 수 있

는 최고  책임자에 달해야 한다. ( 은 필자가 추가함)

(2) 발지 의 정의

기업의 법행 와 련하여 변호사가 언제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지(trigger)는 

요한 문제이다.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법행 를 알게(know)된 때 

행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BA TF는 이에 의하면 명백한 사실(the 

obvious)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았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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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BA TF는 비보고서에서 이를 “합리 으로 알아야 할 때”(reasonably 

should know) 행동을 개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에 해

서 검토했다(ABA TF 비보고서, p. 208). 이에 해서는 그것이 변호사에게 부

당하게 조사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등의 비 이 제기 다(ABA TF 최종보고서, 

pp. 42-43). 

ABA TF 비보고서에 이어 공개된 SEC 안은 한 법행 의 증거

(evidence of a material violation)를 안 때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법행 의 증거란 “변호사가 한 법행 가 있었거나 진행 이라고 

합리 으로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했다. SEC 최종안은, 발지 에 해서

는 안과 마찬가지로 한 법행 의 증거를 안 때로 하면서도, 한 법

행 의 증거란 “신뢰할만한 증거”(credible evidence)를 의미한다고 하고, 여기서 

신뢰할 만한 증거란 “신 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한 법이 일어날 만하다고 

합리 으로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게 하는 정도의 증거”라고 한

다(205.2(e)). 아무튼 SEC는 객 인 증거를 실제로 인식한 때 행동을 발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ABA TF 비보고서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ABA TF는 이를 반 하여 최종보고서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것은 합리 인 

변호사(reasonable lawyer)라면 특정 구성원의 비행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릴 만한 

사실이 변호사에게 알려진 경우 변호사는 법사실을 고  책임자 는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ABA TF 최종보고서, p. 43, p. 82). 그러

나 “합리 인 변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 히 모호했다.

이 쟁 은 결국 표 규칙을 확정하는 ABA 의원 회에까지 연장 다. 장 

토론에서 ABA TF는 발지 에 한 제안을 모두 철회하고 종  기 을 그

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58) 이리하여 종래와 마찬가지로 “실제인식기 ”(actual 

57) Gordon은 실제로 엔론 사건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Robert W. Gordon, “A New Role for Lawyers? The Corporate 
Counselor after Enron”, Susan D. Carle (ed.), Lawyers’ Ethics and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 372; 한편 Koniak는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한다. 변호사들은 
언제나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그것은 고질적이라고 한다(Koniak(II), 전
게서(각주 40), p. 1247, p. 1271).

58) Lawrence A. Hamermesh, “ABA Task Force on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2003 
Change to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Vol. 17 (Fall 200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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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standard)이 유지 다. ABA TF로서는 나머지 수정사항들을 통과시키

는 것이 요했고, 그에 비하면 발지 을 어디로 하느냐는 상 으로 덜 요

하다고 보았다.  주  인식을 행동 발지 으로 보고는 있지만, 주  인식

의 여부는 상당정도 객  상황으로도 추론되는 것이고, 명백한 객  사실이 

있는 한 변호사가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표 규칙 1.0(f); 표

규칙 1.13, 주석 3 참고). 

(3) 의뢰인 비 정보의 외부공개를 허용하는 문제

종  표 규칙 1.13에 의하면 기업 내 법행 를 알게 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과 경우에 따라

서는 변호사직을 사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변호사는 법행 를 묵인할 수 있

을지언정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 이 에 해 ABA TF 비보고서도 동일

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새로 제정된 SEC 규칙은 변호사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ABA TF 최종보

고서도 SEC 규칙을 반 한 내용을 제안했다(ABA TF 최종보고서, p. 57).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c) (d)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만약

  (1) (b)에 따른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해 행동하는 최고  책

임자가 명백히 법의 반인 행동을 고집하거나 시에 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2) 변호사가 그 법행 가 조직에 상당한 손실을 낳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

리 으로 믿는다면, 

      그때 변호사는, 표 규칙 1.6이 허용하든지 상 없이, 리와 련된 정

보를 공개해도 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조직에 상당한 손실을 막기에 충

분하다고 합리 으로 믿는 경우에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그 다.59)

즉 일정한 조건하에 기업변호사가 기업의 법행 를 기업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허용  공개(permissive 

59) 여기서 (d)는 위법행위의 조사나 조직의 구성원을 방어하기 위한 대리의 경우 의뢰인 
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b)는 위법행위를 상부로 보고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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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를 규정했다. 공개의 조건은 엄격하게 했다. 즉, 최고  책임자의 조치

가 없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단해야 하며, 법행 는 명백

해야 하고, 조직의 상당한 손실이 합리 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표 규칙 1.13(c)). 최종보고서는 이러한 제

한으로 인하여 부분의 경우 조직 외부와의 소통은 한 방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정될 것이라고 망했다(ABA TF 최종보고서, p. 

58). 이 말이 공개를 사실상 막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최고  책임자가 

합법 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기업은 스스로를 변할 수족을 잃게 되

기 때문에 변호사는 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게 하기 해서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60) 이 경우 변호사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론 으로 보자면 회사의 최 한의 이익을 

해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외부로의 공개이다. 표 규칙 

1.6에서와는 달리, 조직을 리하는 변호사가 법행 를 공개할 때는 법행

에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해서는 묻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거의 그 로 표 규칙의 개정에 반 다.61) 

IV. 기업 내 위법행위에 관한 변호사윤리 관련

법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기업 내 법행 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변호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았다. 앞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도 별도로 기업변호사만을 겨냥한 법규

는 없다. 증권변호사에게 용되는 규범, 의뢰인의 비 정보에 한 규정 그리고 

조직을 리하는 변호사에 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내용상 가장 한 논란지

은 기업 내 법행 의 외부공개 문제 다. 다루어진 쟁 들을 심으로 련

규정의 변화의 내용과 각 규정간의 차별성을 도표로 그려 보았다. 

60) Scriggins, 전게서(각주 55), p. 130. 
61)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ABA TF 최종보고서의 제안과 거의 동일한데, “적절한 방

법으로”에서 fashion이라는 단어만 manner로 변경됐다. 결국 위에 옮겨 놓은 최종보고
서의 제안이 그대로 채택됐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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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윤리 관련 법규의 대비표

SEC 규칙(제205부) 표 규칙 1.6 표 규칙 1.13

규율 상 증권변호사 변호사 일반 조직을 리하는 변호사

비 정보

공개여부

- 법행  증거의 공개

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

설

* SEC 안은 제한 이

나마 “소란스러운 사

임”을 제안했다.

- 재산  손상에 한 공

개의 지에서 허용으

로 개정

* ABA TF 비보고서는 

재산  손상의 방지를 

한 비 공개의 의무

화를 제안했다. 

- 조직의 비 정보에 

한 공개의 지에서 허

용으로 개정

보호이익

- 발행인  투자자의 이

익 

* 사베인스 법 307조에서

는 공익  투자자의 

이익을 들고 있다. 

- 의뢰인 이외 다른 사람

(another)의 이익

- 의뢰인(조직, 기업)의 이

익(이익충돌 회피의무

의 )

비 정보 

공개조건

- 변호사의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문

- 과거 법행 의 교정

을 한 경우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 을 것

- 내부  구제의 완료

-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

용되거나 되었을 것

- 변호사의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문

- 내부  구제의 완료

공개방식 - SEC에 통보

공개범

- 리에 련된 정보

- 법행 의 방지 는 

법행 로 인한 손실

의 교정을 해서 필요

하다고 합리 으로 믿

는 범

- 리에 련된 정보

- 법행 의 방지 는 

법행 로 인한 손실

의 방지, 완화, 교정을 

필요하다고 합리 으로 

믿는 범

- 리에 련된 정보

- 조직의 상당한 손실을 

막기에 필요하다고 합

리 으로 믿는 범

표에서 보듯이 기업변호사가 처한 입장에 따라 공개의 내용, 방식,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생긴다. 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 정보의 공개허용이

라는 큰 흐름이다. 의뢰인의 비 정보와 련하여 공개를 지하는 방법, 허용하

는 방법,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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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와 련하여 종 에 비하여 정보의 공개를 더 리 허용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내 법행 를 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해서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허용  공개는 이미 미국 내 

부분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이었다. 특히 엔론과 련한 많은 변호사들이 텍

사스 주에 소속되어 있었고,62) 텍사스 주의 변호사 징계규칙은 기업비행의 공개

를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63) 이들 변호사 에서 사건이 터지기 에 기

업 내 법행 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결국 공개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 

몇몇 학자들은 공개의 허용만으로 왜 부족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McGowan

은 법경제학 인 에서 변호사에게는 비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유인이 없다

는 을 지 한다. 개정된 표 규칙이 정보를 공개하는 변호사가 부담해야 할 경

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64) 이러한 유인구조에서라면 변호사는 공개의 권한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행 를 폭로하기보다는 그 로 묻어 두고 계속해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Mahat도 같은 맥락에서 이 제도의 한계를 

지 한다. 즉 내부고발은 고발자 개인에게 치명 인 손상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개 안은 이 에 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

과하다고 한다.65) Kim은 조  다른 입장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의 한계를 제시한

다. 그에 의하면, 변호사가 제 로 문지기(gatekeeper) 내지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변호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를 둘러싸

고 있는 윤리환경(ethical ecology)이 결정  요인이므로, 단순히 공개를 허용하는 

62) 엔론과 가장 접하게 일했던 로펌인 빈손 앤 엘킨스(Vinson & Elkins)은 1917년 택
사스 주 휴스톤에서 출범했고, 여전히 텍사스를 주요한 활동무대로 하고 있다. 출처: 
http://www.vinson-elkins.com/ Overview/overview.aspx?id=32(검색: 2008. 8. 20자).

63) ｢택사스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징계규칙｣(Texas Disciplinary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05(c)(7)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나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 변호사는 비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64) David McGowan, “Why not try Carrot? A Modest Proposal to Grant Immunity to 
Lawyers Who Disclose Client Misconduct”, California Law Review, Vol. 92 (2004. 
12), p. 1825.

65) Raxak Mahat, “A Carrot of Lawyer: Providing Incentive for Inhouse Lawyer in a 
Sarbanes-Oxley Regime”,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Vol. 21 (Summer 
2008), pp. 91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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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한다.66)

심지어 변호사가 기업 내 법행 를 막는 데 사용될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

다는 을 지 하기도 한다. 공개여부의 단이 으로 변호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67) 컨  수임계약 시에서 법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뢰인과 합의하고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68) 

그러나 이러한 부정 인 평가와 달리 정 인 평가를 하는 입장도 없지 않다. 

표 규칙의 변화과정을 세 하게 추 한 Hamermesh는 조심스럽게 정  성과

를 평가한다. 그는 재로서는 변화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하

고, 다만 그러한 공개가 조 이라도 유효하다면, 그것을 지하는 윤리규정은 명

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 안을 지지한다. 공개의 허용이 기업 내의 

법행 를 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개를 지하는 것이 그러한 잠재  가

능성을 막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69) 즉 실 으로 이번 개정이 그다지 큰 변

화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개정된 것이 종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 이런 논쟁이 치열했던 이유는 표 규칙이 갖는 상징  요성에 있다고 보았

다. 즉, 이 논쟁은 문직의 정신에 한 논쟁이라는 것이다.70) 의뢰인 정보에 

한 공개를 지하는 정신과 의뢰인 정보에 한 공개를 허용하는 정신 사이에

는 커다란 철학 인 차이가 놓여 있으며, 이번의 개 은 자에서 후자로의 선회

로 이해된다. 

개 의 성과에 해 단순한 상징 인 의미 이상의 극 이고 실 인 의미

를 부여하는 학자도 있다. Cramton은 공개의 허용이나 요구가 실사회에서 고

발을 그다지 유발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리의 

철회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받은 경

우는 거의 없다는 을 모두 인정한다. 반면에 의뢰인이 제3자를 속이기 해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하기 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로펌에 해서는 거액의 법무과오소송이나 제3자 손해배상소송

(third-party liability claims)이 종종 벌어진다는 을 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개를 허용하는 규칙에 해서 변호사들이 극력 반 하는 이유는 징계가

66) Kim, 전게서(각주 23), p. 1053.
67) Lawrence A. Hamermesh, 전게서(각주 58), p. 54.
68) McGowan, 전게서(각주 64), p. 1825. 
69) Hamermesh, 전게서(각주 58), p. 53.
70) Hamermesh, 전게서(각주 5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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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규칙이 법무과오소송이나 제3자 손해배상소송에 미

칠 향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볼 때 그러한 소송가능성이야 말로 법행 를 

막는 억지력이다.71) 공개가 허용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변

호사는 징계를 받지 않겠지만, 제3자가 비공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즉, 허용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72) 

그리고 조그마한 변화이지만 이를 정 으로 보게 되면, 추가 인 과제를 설

정함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을 지 할 만하다. 사실 앞서의 McGowan, Mahat, 

Kim 등의 논의도 이번 개  자체를 폄하하기 한 것은 아니고, 개 을 더욱 진

시키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컨  McGowan은 비행을 처음으로 공개한 사

람에 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송

비용에 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써 변호사에게 극  공개를 한 유인을 증

가시키자고 제안한다.73) Mahat는 내부자고발을 하면 문직 경력에 한 손상이

나 경제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조장하기 해서는 경제 인 유

인을 제고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면서, 경제  유인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Qui 

Tam 소송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74) Kim은 변호사가 일하는 윤리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포 인 안을 제시한다.75) 여기에서 이들 제안의 성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 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의 변화는 기업의 비 정보에 

한 공개의 필요성을 공식승인한 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것은 공개의 실효화

71) Cramton, 전게서(각주 29), p. 817. 
72) Ronald Rotunda, Legal Ethics in a Nutshell (Thomson/West, 2006), pp. 106-107.
73) McGowan, 전게서(각주 64), p. 1837. 
74) Mahat, 전게서(각주 65), p.925. Qui Tam 소송은 국가가 해야 할 소송을 일반 사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되 그 판결의 효력은 국가에 미
치게 하는 소송이다. 대신 원고는 국가가 회복한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
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민영, “미국의 Qui Tam 소송에 관한 연구”, 청주

학교 법학논집, 제21-22권, (2004) 참고.
75) 그의 제언은 1) 공개회사가 회사의 법무팀에 대한 감독권을 독립한 이사로 구성된 위

원회로 넘기는 것, 2) 법이 사베인스 법상의 사내변호사에게 내부고발자로서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 그리하여 보복행위나 보복해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게 하는 것, 3) 공개회사는 사내변호사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투자의 
양을 사전에 정할 것, 또는 그 대신에 잠재적 이익충돌이 최소화되도록 주식보상을 설
계할 것 등이다. 여기서 기본개념은 문지기가 투자자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어야 한다는 것이다(Kim, 전게서(각주 
23), p.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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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후속과제를 낳았다는 이다. 즉 이번 개 은 추가 인 개 을 한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2003년의 개 의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코 불필요하거나 무력한 개 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진 에 따라서는 한 환 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76) 

V.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가능성과 기업변호사의 윤리

이상에서 기업 내 법행 와 련하여 미국에서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상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아래에서는 김 변호사에 한 징계가능성에 해서 주

요한 쟁 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변호사법 상의 징계 상자는 변호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한변 으로부터 변

호사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징계 상이 되지 않는 것

으로 한다.77) 김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아니므로 일응 변호

사법 상의 징계 상이 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윤리 규정의 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해 

논란이 없지 않다. 그것은 사내변호사의 경우 기업 내의 지배종속 계로 인해 

변호사윤리 규정을 수할 만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내변호사의 경우 이를 통상 인 변호사와 달리 취 하는 나라

도 없지 않다.78) 

76) Kostant는 최근의 글에서 사베인스 법의 제정 이후 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서, 사베인
스 법과 이어진 제205부 규칙은 기업변호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한다(Peter C. Kostant, “From Lapdog to 
Watchdog: Sarbanes-Oxley Section 307 and a New Role for Corporate Lawyers”,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Vol. 52, (2007-2008), p. 554).

77)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집, 제4집 (2006), p. 161.
78) 유럽의 여러 나라―예컨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사내변호사

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들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는 계속적인 이익충돌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Laurel 
S. Terry, “An Instruction to the European Community’s Legal Ethics Code Part I :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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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내변호사를 변호사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드물다. 지 까지 보

았듯이, 미국의 경우 사내변호사는 당연히 변호사로 간주된다. 사베인스 법이나 

표 규칙이 규율 상으로 하는 변호사에는 사내변호사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 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직무규정 제50조는 변호사가 조직 내에 

속해 있더라도 여 히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 변

호사는 최고경 자의 단순한 代言人은 아니고 독자의 입장에서 기업이익을 법

인 주장으로 구성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79) 조직 내 변호사는 조직의 

규칙과 지휘명령에 복종하면서도, 늘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변호사로서

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80) 기업 내 법률

가는 기업의 양심으로서 상담역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하여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81) 이처럼 일본에서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정체

성을 갖는다는 데 해 이론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변호사가 사내변호사로 ‘고용’ 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규정

이 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

가 법무를  수행하지 않고 비법무 사항에 해서만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는 어떤가? 컨  재무를 담당하거나 단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가? 앞

의 임안식이나 배기석은 김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  는 “ 러페셔

(Professional)로 활동”한 을 인정하여 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윤리  책무를 

진다고 주장한다.82)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윤리  책무는 업무의 성격에서 나온다

기보다는 변호사로서의 객 인 자격보유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다. 그런 에서 오종근은 등록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기 해 휴업신고를 하 더

라도 등록변호사의 지 를 갖는 것이므로 징계 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3) 

Analysis of the CCBE Code of Conduct”,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Vol. 
7, No. 1 (Summer 1993), p. 20. 

79) 高柳一男, “國際企業法務”, 塚原英治 외 2인, 法曹の倫理と責任(現代人文社, 2007), p. 
369.

80) “解說｢辯護士職務基本規定”, 自由と正義, 第56卷 第6号, p. 84 (小島武司 외 3인 편, 法
曹倫理 제2판(有斐閣, 2006), p. 203에서 재인용).

81) 高柳一男, 전게서(각주 79), p. 370.
82) 앞의 각주 11) 참고.
83) 오종근, 변호사징계제도(집문당, 2002), p. 42. 이런 점에서 보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휴업계를 낸 변호사도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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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 를 손상하는 행 ”를 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데(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이를 보더라도 변호사

의 징계는 업무의 성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84) 다만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떠한 논거에 의하든, 김 변호사가 사

내변호사이므로 변호사법 상의 징계 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김용철 변호사가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한 평가

변호사가 법령을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윤리장  제4

조). 김 변호사의 행태와 련하여 이 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실로 납득

하기 어려운 지 이다. 국민이라면 구나 법률을 수해야 하지만, 특히 법조 3

륜의 한 축으로서 “기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 ”(변호사법 제1조 제1

항)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법의 생활화에 헌신”(윤리강령 제3호)해야 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공헌”(윤리강령 제4호)해야 할 변호사가 악의 으로 법률을 

반한 것은 심각한 비난거리가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재원은 변호사에게는 

어도 법을 지킬 직업윤리가 존재한다고 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법제도에 

한 충성”(loyalty to the system of law)을 가장 요한 덕목으로 요구한다고 지

한다.85) 

그리고 변호사는 스스로 법행 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범

죄행  기타 법행 에 조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의뢰인의 행 가 범

죄행  기타 법행 에 해당한다고 단된 때에는 즉시 그 조를 단해야 한

다”(윤리장  제14조 제1항). 즉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법행 를 

조장하거나 그에 조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이러한 의무는 만국공통이다. 미

국 표 규칙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나 사기에 조언하거나 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표 규칙 1.2), 변호사는 법의 반을 포함하는 리를 수임해서도 안 

되며 이미 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임해야 한다고 한다(표 규칙 1.16(a)(1)). 

84) 미국 표준규칙은 변호사직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적합성에 의심을 낳게 
하는 범죄적 행동을 하거나, 부정직, 사기, 속임수 또는 거짓 표명을 포함한 행동을 하
게 되면 징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표준규칙 8.4(b), (c)). 미국의 클링턴 대통령
은 재직 당시에 허위 또는 오도하는 증언을 한 이유로, 변호사로서의 5년간의 자격정
지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85)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정법, 2007),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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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직무규정 제14조 참고).

무나 당연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변호사 자신의 법행 나 의뢰인의 법행 에 한 조는 변호사와 사

법에 한 의 신뢰를 치명 으로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하

여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에서 김용철 사건을 보면, (김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

사는 변호사로서 가장 불명 스럽게도 법행 를 스스로 자행했으며 한 의뢰

인의 법행 에 조했다. 그것은 범죄행 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은 자신의 범죄행 에 한 자수행 라고 할 만하다. 김 변호사 스스로도 자신의 

고백은 양심선언이 아니고, “범죄”를 지른 것에 한 “자수서”를 쓰는 것이라

고 하면서, 공범으로서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86) 이

처럼 피의자가 범죄행 를 자수한 이상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의가 

드러나면 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변호사로서의 품 를 

반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87) 다만 자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진행 과정을 보면,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러한 범

죄행 가 없었다고 공개 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명 훼손 의로 김 변호사

를 고소한 삼성측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의 범죄행 는 증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를 이유로 한 징계는 곤란하게 다. 

86) 각주 1)의 ｢시사IN｣과의 인터뷰.
87)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사법 이
외의 법을 위반하고 위법에 조력하는 것도 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
히 변호사의 자질의 문제를 제기하는 법의 위반 ― 예컨대, 사기죄 ― 은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의 위반이나 변호사회 회칙 위반이 징계가 
되는 것은 변호사법 제91조에서 명시한 바이고,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조력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윤리장전 제14조 제1항에서 다시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징계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2중처벌이 아니다. 제도의 취
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벌이 부과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가한 사
례는 여러 건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가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징계받은 사례(제2003-22호, 2004. 4. 26결정,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

례집, 제4집 (2006), p. 254), 성매매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징계받은 사례(제2005-13호, 
2005. 10. 31결정, 같은 책, p. 26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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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용철 변호사가 기업내 위법행위를 외부에 공개한 점에 대한 평가

김 변호사가 비 유지의무를 반했는지는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우리나라 윤

리장  제23조는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 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

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 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조항 이외에 의뢰인의 비 유지의무에 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

리의 실에서 사내변호사인 김 변호사의 폭로행 를 평가하기 해서는 일단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윤리장  제23조의 용가능성 자

체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V. 1. 참고), 김 변호사도 일응 이 

조항의 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익상의 이유”와 “최소한

의 범 ”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기업변호사의 

맥락에서 어떤 함의와 한계를 갖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요해 보인다. 앞에서 검

토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서 나름 로 해법을 모색해보고, 이를 김 변호사 사

건에 용해 본다. 

(1) 공개의 허용여부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비 정보의 공개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공익”이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23조에서의 “공익”의 의미에 한 권

인 해석이 없으므로 미국 표 규칙 1.6을 참고하면서 공익의 의미를 구체화해 본

다. 표 규칙은 “공익”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표 규칙 1.6(b)(1)부

터 (3)에서 말하는 바, 비 유지의무를 해제시키는 각 요소들은 미국  공익 개

념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는 생명․신체의 손상이나 다른 사람의 경제  손상

을 방지하는 것은 공익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늘 비 유지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 이고 확실한’ 죽

음이나 ‘상당한’ 신체  손상이 문제가 될 때 는 ‘상당한’ 경제  손실이 ‘합리

으로 확실’하고 ‘변호사의 서비스가 이용’되는 등의 추가 인 요건이 충족되었

을 때 비 유지의무가 해제된다. 우리나라 윤리장  제23조의 공익이 미국의 

행 표 규칙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외를 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손상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88) 나아가 추상 인 일반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도 공익의 범

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컨  한 범죄나 사기행 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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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 인 상황에서 그것이 공개가 허

용될 정도로 한지를 단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한편 사내변호사의 경우 와 같은 의미의 ‘공익’에 한하여 공개를 허용할 것

인지가 요한 쟁 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변호사의 비 정보 공개의 목 은, 

“발행인이나 투자자(주주)의 보호”(SEC 규정)89)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사베인

스 법 제307조), “조직에 상당한 손실”(표 규칙 1.13) 등의 표 에서 보듯이 “의

뢰인”의 이익이다. 이는 조직의 구성원(constituents)이 의뢰인(조직 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한 것이다.90)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이익충돌의 문제이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뢰인’에 한 성실의무이다. 이에 비해 표 규칙 1.6이나 윤리강령 제23조가 

보호하려는 이익은 ‘공익’ 즉, ‘의뢰인 이외의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 다면 우리나라의 사내변호사에게는 조직( 는 주주)을 한 비 정보의 공개

가 허용되지 않는가? 생각건 , 행 윤리강령의 해석론으로는 단지 회사와 주주

의 이익을 한 외  공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비 정보의 공개가 공익  성

격을 함께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았듯이 입법론 으로는 사내변호사가, 공익과 상 없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서 회사의 비 정보 외부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다면 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은 공익  성격을 띠는가? 김 변호사의 주

장에 의하면, 횡령  뇌물(형법), 분식회계(세법),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88)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살인과 중대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 의 개시(開示)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도, 재산범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고 하고, “그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규모, 죄질, 피해의 양⋅질 등을 고려하여, 개시를 허용하는 
예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한다(日本辯護士
連合會 辯護士倫理委員會, 注釋 辯護士倫理(有斐閣, 1995), p. 90). 그러나 이 문장은 
중대한 재산범 일반에 대하여 비 유지의무를 해제하자는 데 대한 소극적 입장을 대
변한다(森際康友, 法曹の倫理(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p. 49).

89) 예컨대, Cramton은 사베인스 법 그리고 그에 따른 변호사 행동규범이 증권법의 일부
라고 하면서, 증권법의 존재이유는 발행인의 의무적인 공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Cramton, 전게서(각주 29), p. 733). 사베인스 법도 이 점을 명
백히 하고 있다.

90) 물론 사베인스 법 제307조의 표현에서 보듯이 의뢰인 이외의 이익을 옹호하다는 의미
에서의 공익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의 중요한 취지는 조직과 투
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공익을 옹호한다는 논리구조는 명백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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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열분리(공정거래법), 차명계좌( 융실명제법) 등의 법행 가 있었다. 이러

한 법행 는 조직에 상당한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91) 추상 인 국민의 이익

에 반하여 경 자의 사  이익을 추구하는 행 로서 공익에 반하는 것이며 

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는 과거의 법사실이 부분이고, 김 변호

사의 법률서비스와 직  련되지 않은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

을 공개하는 것도 공익에 해당되는지에 해서 논란이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의 

법사실이나 리와 련하지 않은 사실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컨  표 규칙 1.6은 과거의 법행 에 해서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변호사

의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은 사항에 한 공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법

무와 련한 법행 를 다루는 표 규칙 1.13은 문제된 법행 가 변호사의 서

비스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개를 허용한다. SEC 규칙은 재의 

법행 의 공개에는 변호사의 서비스 개입여부를 불문하고, 과거의 법행 를 

문제 삼을 때는 변호사의 서비스가 개입된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된다. 이 부분에 

해서 우리나라 윤리장 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의 에 의하면, 재 진행 인 법행 는 당연히 공개가 허용되며, 과거의 

법행 라고 하더라도 어도 김 변호사가 개입한 부분에 해서는 공개가 허용

된다고 할 것이다. 

공개할 내용이 공익  성격을 갖는 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다. 즉, 윤리장 은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비 유지의무가 해제되

어 의뢰인의 비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공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공개하더라도 징계되지 않으며 동시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징계되지 않는다는 의

미이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더라도 징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법행 의 비공개

가 미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법제도에 

한 충성의무가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법행 의 공개를 한 도덕 ―외

부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도덕 ―책무를 부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의무로 하지 않고 허용에 그친 이유는 구체  

사안에 따른 윤리  단여지를 남기면서 아울러 법행 를 폭로하는 데는 강

요하기 힘든 희생과 용기가 요청된다는 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91) Rotunda는 ‘조직에 상당한 손실’이란, 위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이란 의미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Rotunda, 전게서(각주 72),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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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아마도 희생을 불사하고 용기 있게,92) 의뢰인의 법

행 의 공개를 결행했다. 이러한 공개행  자체에 해서 비난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공개의 내용은 자신의 법행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행 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법행 와 련한 

신뢰는 사회 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법은 법행 의 공모를 

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인을 제공한다.93) 그런 에서 공개행  자체를 비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 공개의 범 와 방법

외부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내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올바른 원칙에 따

라서 공개했는지에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 윤리장 이 이

에 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장  제23조의 “최소한의 범 ” 원칙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 원칙에 입각할 때, 변호사는 필요한 최소한

의 비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공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법행 를 막기 해서 필요하거나, 그 법행 로 인한 손

상을 막기 해서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구체 인 사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 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개별 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공개의 방법에서 “최소한의 범 ”라면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는 의미일 것이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미국과 유사하게, 외부공개에 앞서 내부

 구제(internal remedy)의 순차  완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변호사가 기업 내 법행 를 알게 되면, 

법행 자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먼  해야 할 일이 될 것이고, 이어 명령계통

에 따라 그 법행 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상부로 순차 으로 보고해야 할 것

이다. 경 자를 감시하기 한 사외이사나 감사 원회가 있는 경우는 이들에 

한 보고를 포함할 것이며, 궁극 으로는 체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보고해야 할 

92) 공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
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으며, 이어 죽음조차도 각오한다고 했다. 각주 1)의 
｢시사IN｣과의 인터뷰. 

93)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형법의 
경우도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형법 제52조). 공범이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사회가 공범의 신뢰 파기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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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긴 하거나 순차  보고가 무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

되는 경우는 순서에 불문하고 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모든 내부 차를 소진하고도 법행 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

소 외부  공개가 허용된다. 외부 으로 공개할 때도 “최소한의 범 ” 원칙이 

철되어야 한다. 우선 검찰 등의 사정기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언론을 통해

서 무차별 으로 공개하는 것은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 에서 보자면 김 변호사는 내부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뢰

인의 이익을 구보다 앞서 보호해야 할 변호사가 내부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

고 곧장 외부로 공개한 것은, 련 윤리규정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석연치 않은 

이 많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경우는 회사를 퇴사한 후에 공개를 결심했기 때

문에 사실 내부  구제를 시도할 시간을 이미 놓쳤다. 김 변호사는 퇴사한 후에 

삼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를 결심했다

고 한다.94) 게다가 “이건희 회장을 신격화”하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과 지시사항

은 사내에서 헌법”과 같이 이해되는 사내 분 기가 사실이라면,95) 김 변호사가 

조직 내에 있는 동안이더라도 최고 경 자인 이건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내부

 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무망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구제조치

를 다하지 않고 공개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되는가? 생각건 , 퇴사 후에 공개를 

결심했다고 해서 공개가 무의미하거나 비윤리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반사회

이고 한 법행 라면 퇴임 후에라도 공개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에게 비 정보의 외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과 언론을 

향해서 공개한 것이 “최소한의 범 ”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도 사정당국을 통해서 먼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그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검찰간부 수십 명을 리”하

고 “연 3회 소  떡값이라는 불법로비자 을 500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돌”리

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자신도 직  그런 식으로 “법조계 인물을 리”했기 

때문에,96) 사정당국(즉, 검찰)에 비 정보를 단순히 달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

94) 각주 1)의 ｢시사IN｣과의 인터뷰.
95) 각주 1)의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삼성의 조직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

했다.
96) 각주 3)의 양심고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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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단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 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사정당국을 통하지 

않고 직  에게 공개한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이 필요한 “최소한 범 ”에 속하는지 보

자. 생각건 , 사회 으로 막강한 향력을 가진 삼성그룹의 기업 내 법행 를 

드러내고 지하기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 ”는 통상 인 것보다 더 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 변호사로서는 극 으로 공개했지만 기업 내 법행

의 존재도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삼성측이나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김 변호사

가 공개한 비 은 없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김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했거나 확

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들을 고려했을 때 비 유지의무의 반을 이유로 김 변호사를 징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체 으로 보면 순리 로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가 사내에 있는 동안 올바른 차를 통해서 해결되었

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김 변호사가 사직하게 되고 폭로하게 되

고 삼성그룹은 불명 를 입고 심지어 최고 경 자가 경 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이어진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런 에서 사내변호사가 법경 의 

수꾼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윤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 결론

이상에서 기업 내 법행 와 련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참고하면서 김 변호사 사건을 검토해 보았다. 그에게 확실한 징계이유가 있

다면 그것은 그가 의뢰인의 비 을 공개했기 때문은 아니고 행의 실정법을 

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해법은 김 변호사의 자수  정보공개에 기반하

여 김 변호사와 삼성그룹에 한 납득할 만한 엄 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의가 

입증되면 김 변호사에 한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부과하고, 동시에 김 변호사

를 이용하여 범죄를 지른 자에 한 형사처벌과 김 변호사와 함께 범죄행 를 

한 다른 변호사에 한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연속 으로 부과하는 것이리라.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매우 의아스럽지만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니다. 다만 김 변호사에 한 처리가 비정상 으로 이루어졌다는 만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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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인다. 

김 변호사 사건에 한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장  제23조는 기업 내 

법행 와 련하여 기업변호사에 한 한 행동 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무리하게 해석을 시도해보지만, 견강부회를 완 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이미 기업법무가 변호사업무의 핵심부분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법무와 

련한 별도의 비 정보 공개기 과 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암시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의 기업변호사와 련하여 진행된 

논의가 우리나라 윤리장 의 개정에 해서 갖는 시사 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변호사와 련하여 미국에서의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는 기업변호사

의 의뢰인에 한 재확인이다. 다시 말해 기업변호사의 의뢰인은 경 자를 시

한 기업구성원이 아니고 기업 자체라는 것은 통 으로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표 규칙 1.13(a)), 최근 미국은 이 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했다. 경 자를 

시한 기업구성원과 기업 간의 이익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업변호사에게 

법사실을 ‘반드시’ 상부로 보고하도록 한 것, 다시 말해 최고경 자보다 더 상

부로 반드시 보고하게 한 것은 이를 직 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미국은 기업

내 법행 를 방지하기 하여 기업 내의 소통을 강조하고, 동시에 한 법

행 가 기업의 최고  책임자, 즉 이사회에까지 달됨이 없이 자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감시하는 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다. 새로 비되고 있는 우리나라 

윤리장 도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 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업내부의 소통에도 불구하고 법행 가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미국 SEC는 증권변호사에게 기업 내의 

한 법행 에 한 외부공개를 허용했으며, ABA도 그러한 입장으로 선회

했다. 정확히 말하면 ABA는 그러한 입장으로 복귀했다. 왜냐하면 ABA도 1983

년 표 규칙 이 에는 재정  손상에 한 외부공개를 허용하는 입장이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윤리장 도 이 을 명시 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

처럼 기업변호사에게 법행 의 외부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의 사

임을 요구한다면,97) 이는 기업 내의 법행 를 시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

97) 일본의 직무규정 제51조(위법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조직 내 변호사는 그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그 조직에 속한 자가 업무상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때는 그 자 스스로가 소속한 부서의 장 또는 그 조직의 장, 중역
회 또는 이사회 기타 상급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권고 기타 그 조직 내에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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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변호사에 의한 법행 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면 경

자는 법행 에 조력하는 변호사를 구할 때까지 계속 변호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98) 

마지막으로 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의 단순한 허용만으로는 기업 내 법

행 를 효과 으로 지할 수 없다는 이다. 이 한 미국에서의 경험과 논의가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법경 의 감시자로서 기업변호사의 활동을 조장

하고 실효화하기 해서는 추가 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컨 , 변호사가 

기업 내 법행 에 해 극 으로 처하도록 여러 안 장치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측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

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컨  법행 가 계속될 경우 사임을 의무화

하는 방안, 사임을 의무화하면서 사정당국에 사임의 사실을 통보하게 하는 방안

(이른바 소란스러운 철회의 의무화), 한 법행 에 한 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해서도 창조 ․ 향 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것들

은 모두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투고일 2008. 8. 25   심사완료일 2008. 12. 8   게재확정일 2008. 12. 12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부로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면서
도 동시에 외부로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해된다. 이에 의하면 만약 보고를 받
은 이사회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사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森際康友 編, 法曹の倫理(名古屋大學出版會, 2005), p. 255; 高柳一男, 
전게서(각주 79), p. 369; 塚原英治 외 2인, 法曹の倫理と責任(現代人文社, 2007), p. 
379 참고.

   그러나 직무규정 제23조(비 의 유지)는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 기업변호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업 내 비 정보를 외부로 누설(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98) Koniak(II), 전게서(각주 40), p.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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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iness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Material Violation of Law in the Corporation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in tne Korean Context
99)

Sang Soo Lee*

In 2007 a lawyer named Kim Yong Chul, Former Chief Legal Officer in 

Samsung Group, disclosed a series of alleged violations of laws committed by 

the Group authorities and his involvement thereof during his term of office, 

which stirred up a heated controversy over the role and ethics of business 

lawyers among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what 

is the right way in which business lawyers should behave themselves when they 

come to know the material violation of law committed by the constituents of an 

organization they represent. By tracing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SOX) and the Part 205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hereinafter ‘the Rules’), this article shows the scope of the issues and 

their conclusions, which are expected to give us useful implications in amen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Ethics Code of Lawyer (KBA Code)

Right after the collapse of the Enron, the U.S Congress enacted SOX, to 

restore integrity to the U.S. capital market by promot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section 307 of which is dealing with the rul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attorneys, giving a mandate for 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ttee (SEC) to work out rules to regulate lawyers appearing and 

practicing before the SEC. The SEC’s Standard of Professional Conduct (17 

C.F.R. 205) requires the attorney who knows the evidence of material violation 

of law to report the evidence to the chief legal officer (mandatory reporting up) 

* Professor, College of Law,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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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der some circumstances, permits him to reveal confidential informations to 

the SEC without issuer’s consent (permissive reporting out).

The ABA had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e federal-level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lawyers, but in vain. Then it changed their mind to amend the Rules 

which regulated the lawyers representing organizations, i.e. Rule 1.6 and 1.13. 

By amending Rule 1.6, the ABA permitted a lawyer to reveal confidential infor-

mation to prevent the client from committing a crime or fraud or to prevent, 

mitigate or rectify substantial injury to the financial interest of another in some 

circumstances. And by amending Rule 1.13, the ABA made it mandatory to refer 

the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 of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to the higher 

authority unless the lawyer reasonably believes that it is not necessar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organization, and made it permissive to reveal confidential 

information outside organization in some conditions. 

In sum, the changes in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f business lawyers 

can be summariz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mandatory reporting up and 

permissive reporting out. These two can be starting points in considering the 

amendment of the KBA Code. 

With the above discussion in mind, the case of Kim is reviewed. This article 

argues that under the current KBA Code he is not punishable for the reason of 

the breach of confidentiality duty but that he be subjected to discipline for his 

violation of several laws. Accordingly it reasonably points out that it is very odd 

and unhealthy that the lawyer’s direct involvement with the violation of laws has 

not been fully emphasized or discussed by the lawyers and scholars while there 

are a lot of talks on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Lastly this article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rom the discuss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KBA Cod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mmuni-

cations and permissive revelation. 

Key words: violation of law by corporate constituents, business lawyer(corporate 
lawyer), confidentiality, sarbanes-Oxley Act of 2002,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