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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08년 독일의 Siemens社와 위 회사의 외국 자회
사들이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외국공무원
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총 8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과 같이 미국의 사법
당국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이 지속되자, 의회는 1988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
쳐 동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개정 및 관련 법집
행을 통하여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
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기업경영과 관련
한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인식이 제
고되었다.

Act, FCPA) 위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처벌
할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I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실무의 최근 동향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다수의 글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외부패방지법

로벌기업들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이를 집행하는

제정 초기에는 관련 법적용에 소극적이었으나, 2000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를 공포의 대상으로

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법집행에 나섬으로써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심각

미국내 기업은 물론 각국의 글로벌기업과 법조계에

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체계의 확립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예컨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 제정된 1977년부터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018년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 법무부와

이와 아울러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법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한 제재금

집행 동향과 미국 연방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살펴보는

액(형사벌금, 민사제재금, 이익환수금, 몰수금 등)으로

작업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과 실무에 대한 체

서 공식발표한 내용에 따른 제재금액 총액 기준 상위

계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보다

3개 기업을 보면, 2018년 총 17억 8천만 달러의 제재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액을 부과받은 브라질 국적의 Petroleo Brasileiro

또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과 법집행 실무에 대

社, 2017년 총 9억 6천5백만 달러의 제재금액을 부과

한 체계적인 연구는 우리 반부패법제의 운영 및 개선에

받은 스웨덴 국적의 Telia社, 2008년 총 8억 달러를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부과받은 독일 국적의 Siemens社를 들 수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위반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개인에

제2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제1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연혁과 최근 동향

게 선고된 구금형을 보면, 미국 연방법원이 2011년에,
비록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받은 경우이
기는 하나,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사업가

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연혁
1977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해
외뇌물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

에 대하여 아이티 국영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15년의 구금형을
선고한 사례 등이 있다.

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동법에서 외국공무원에

한편 2016년도 이후에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제재하고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

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액 중 상당액은 미국이 아닌 외

업들에게 일정한 회계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동

국의 사법당국에 납부함으로써 공제될 수 있는 사례가

법이 미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뇌

2

물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사당국과

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주사무소가 미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경향 및 미국 정부가 해외뇌물 관

에 소재하거나 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련 법집행을 함에 있어 외국과의 형평성을 중요시하게

개인(domestic concern, 미국 국내업체)에 대한 조

된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항이며, 세 번째 조항은 미국증권발행회사나 미국 국
내업체가 아닌 자(persons other than issuers or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
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기본 체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해외부패 문제를 두 가지 방
안으로 규율한다. 첫째 방안은 반뇌물규정(anti-bribery provisions)이다. 반뇌물규정의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의 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둘
째 방안은 회계규정(accounting provisions)이다. 회
계규정의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이 등록
되어 있거나 보고의무가 있는 회사, 즉 미국증권발행회
사(issuer)에게 장부의 관리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알면서
(knowingly) 미국증권발행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
을 금지하며, 미국증권발행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제
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면, 벌금(fine), 구금형
(imprisonment) 또는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 형사상·민사상의 각종 제재 및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II. 반뇌물규정
1. 개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반뇌물규정은 그 적용대상
자에 따라 세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항은 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또는 미국증권시
장에 증권을 발행한 기업(issuer, 미국증권발행회사)
에 대한 조항이고, 두 번째 조항은 미국 국적을 가지

domestic concerns), 즉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인(foreign non-resident)에 대한 조항이다. 위와
같이 반뇌물규정은 적용대상자별로 구성요건을 구별
하고 있으나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제공행위를 금지하
는 기본적인 요건은 상당 부분 공통된다.

2.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의 증뢰죄(15 U.S.C.
§78dd-1)
가. 행위의 주체(issuer 등)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증권을 발행한 기업
또는 동법 제15조(d)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업은 해외부패방지법
의 적용대상인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에 해당한다.
즉,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또는 장외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위 미국증권발행회사에 해당
한다. 따라서 미국증권발행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 미
국 국적의 기업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주식예탁증서(American
Depository Receipts, ADR)를 발행한 기업은 해외부
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인 미국증권발행회사에 해당한다.
2015. 12. 31. 기준으로 923개의 외국기업이 미국 증
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ADR을 발행함으로써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인 미국증권발행회사에 해당
하는 우리기업들로는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SK
텔레콤, 그라비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케이
티, 포스코, 한국전력공사를 들 수 있다(2018. 7.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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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발행회사의 경영진, 임·직원, 대리인, 대
표주주 및 이와 공모한 자 역시 미국 국적 여부를 불
문하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외부패방지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동 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금품 등이 실제로 제공
되었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인 외국공무원이 금품을
수령할 필요도 없으며 제공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하

나.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다. 상대방 공무원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78dd-1(a)에 따르면, “금품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여부도 불문한다. 또한, 대리인 내지 대행업체(agent)

제공, 그와 같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와 같은 제

의 뇌물 제공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동 죄가 성립한다.

공을 승인하는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in further-

“금품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in further-

ance of) 부정하게(corruptly) 우편이나 주간통상수단

ance)”의 의미에 관하여, 미국의 사법당국은 행위자

(州間通商手段,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또는 그 대리인이 이용한 주간통상수단이 뇌물제공과

interstate commerce)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 사이에 연관성(connection)만 있으면 족하다고

‘주간통상수단’이란 미국내 여러 주들 사이, 외국과

본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주간통상수단에 의하여 금

미국의 주 사이, 미국의 주와 해외의 여하한(any) 장

품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뇌물의 증거가 될

소나 선박 사이의 무역, 통상, 수송 및 통신(전화 기

수 있는 문서가 주간통상수단에 의하여 전송된 경우

타 국가간 통신수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간통

에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 수단의 이용은, 해당 거래시에 미국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이나 송금, 계좌이체 등 미국

다. 사업의 획득 내지 유지 목적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

해외부패방지법이 미국 연방법인 이상 구성요건에 연

한 목적 하에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지위나 영

방차원의 행위태양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력을 행사하도록 유인하는 금품제공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본 조문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목적기준(business purpose

에 (g) Alternative Jurisdiction 항이 신설되면서

test)’이라 알려져 있는데, 그 요건은 매우 광범위하

(대체관할권 조항) 적어도 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

게 해석된다. 위 사업목적기준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

인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

로는, 제5연방항소법원의 United States v. Kay 판

었다. 즉, 위 (g)항에 의하여, 미국 국적의 개인 또는

결을 들 수 있다. 위 법원은 세금과 관련한 유리한 혜

법인(United States person)은 우편이나 주간통상수

택을 받기 위하여(해당 기업이 수입 물품에 관하여

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뇌물과 관련된 어떠한 부정

관세와 판매세를 낮추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한 행위도 금지된다. 즉, 외국 국적의 미국증권발행

는 해외부패방지법 소정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

회사에 대해서는 주간통상수단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하기 위한 목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만 §78dd-1 소정의 증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미국 국적의 미국증권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주간통상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동발간한 지침서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위 증뢰죄로 처벌할 수

에 제시된 예로는, 계약 체결(낙찰), 조달 절차에 대

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은, 미국으

한 영향력 행사, 수입 규제 법령의 회피, 비공개 입찰

로부터 외국으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없더라도 해

정보에 대한 접근, 세금 또는 처벌의 회피, 재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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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

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친분의 표시로 종종 이용된

계약종료 회피 등이 있다.

다. 이와 같은 선물이, 뇌물이 아닌 적법한 금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존경 내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

라. 부정하게(corruptly)

기 위해 선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② 제공과정이 공개

해외부패방지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뇌물의

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③ 제공행위가 선

제공, 제안이나 약속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이 ‘부정하

물제공자의 장부에 적절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④

게(corruptly)’ 이루어진 경우이다. 여기서 ‘부정하게’

현지법(local rule)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

는 상대방인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지위나 권

대, 외국공무원에게 택시요금, 적절한 규모의 식사비

한을 남용하도록 유인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

용과 접대비 또는 회사 홍보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

이 외국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을 매수하고자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의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러한 부정한 의도가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은 범위의 선물이나 비용

성공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은 부적절한 의도로 제공된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뇌물 제공자는 상대방 외국공무원이

이 높다. 또한 외국공무원에게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식할 필요도 없다.

행사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의 가

연방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족, 친척 또는 제3자에게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뇌물제공의 상대방인 공무원의 신원이나 직위까지 특

것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거

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래처 직원에게 술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각종 세미
나나 교육 명목으로 이루어진 여행이 실제로는 관광과

마. 가치 있는 모든 것(anything of a value)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모든 경우가 뇌물에

뇌물은 “가치 있는 것(anything of a value)”이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여행, 선물 등이 중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금액의 하한도 존재

인을 통하여 컨설팅 비용 혹은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하지 않는다. 해외부패방지법 규정은 뇌물의 형태를

제공될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된다. 이 때 현금이나 선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물의 규모는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없으며, 외국공무원

어떤 것이 제공되었는가의 여부는 뇌물을 ‘받는 자의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정한 의도 하에 이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루어졌다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외부패방지법의 적

여행이나 유흥을 제공하는 것, 상대방의 가족에게

용을 받을 수 있다.

취업특혜를 제공하는 것,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정치자

기업은 효율적인 내부통제 장치로서 회사의 임직원

금을 지원하는 것, 의료비용을 제공하는 것, 매춘을 제

또는 대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관한 명

공하는 것 등은 모두 “가치 있는 것”으로서 뇌물에 해

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

당한다. 뇌물의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컨대 연간 제공할

수 있다.

수 있는 선물액수의 한도라든지 경영상 필요한 예외사
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선물, 여행, 공연관람 등
존경 내지 감사의 표시로 하는 작은 선물은 사업관

요컨대, 해외부패방지법은 선물제공 자체를 금지하
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가장한 뇌물제공은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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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되, 다만 위 회사에 대하여 이익환수금 관련 이자 합
계 2,97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위 회사는

(2)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이에 동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2016년

기업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자

에 JP Morgan Chase가 중국에서의 금융사업을 위

선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건전

하여 중국 공무원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부당한 채용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기업의 자선활동 내지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부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선활동

수사를 받아 미국 법무부에 벌금 2억 6,400만 달러

이나 기부활동을 가장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

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건, 2016년에 모바일칩 제

지된다.

조사인 Qualcomm이 중국 공무원의 친척을 채용하

자선기부금이 해외부패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

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조

법한 금품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충실한 준법

사를 받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750만 달러를 지

감시 및 통제 제도(due diligence and controls)를

급하기로 합의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바. 뇌물수령인
(3) 채용특혜

동 조문은 (a)항에서 뇌물제공의 상대방을 열거하

외국공무원의 친척, 친지 등에게 취업과 관련한 특

고 있는데, (a)(1)과 (a)(2)은 외국공무원(any for-

혜를 제공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서 뇌물에 해

eign official) 및 외국정당, 정당 관리 또는 정치후보

당할 수 있다. 최근 2018년에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

자(any foreign political party or official thereof

를 둔 Credit Suisse Group AG와 그 홍콩 자회사는

or any candidate for foreign political office)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a)(3)은 제3자를 통한 뇌물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합계 7,670만 달러를 지급하기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그리고 (f)(1)에서는 “외국공무원(foreign offi-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글로벌투자은행인 위 회사는

cial)”에 관하여 정의하고, (f)(2)에서는 제3자를 통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의 원활한 사업진

뇌물 제공의 경우 미국증권발행회사에게 요구되는

행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 공무원들의 가족

“인식(knowing)”의 정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는 친지들 100명 이상을 취직시켜주었다는 등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상당히 광

내용으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

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선출직 여부, 중앙·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위 회

방정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도 막론한다. 각종

사는 법무부에 대하여 4,7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

부처의 공무원, 일반직원, 국제기구의 임직원, 정당,

하고 내부통제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불

정당간부, 정당 추천 후보자 등도 포함한다.

기소합의를 하였다(Non-Prosecution Agreement).

해외부패방지법은 1998년도 개정에서 “외국공무원”의

아울러 증권거래위원회는 위 회사가 법무부에 4,700

정의에 “공공국제기구의 대표자 및 직원”도 포함시킴으

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별도

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공공국제기구”는 (1) 국제

의 민사제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

기구면제법(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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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2 U.S.C. §288)에 따른 행정명령(Executive

후 중개인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실제

Order) 소정의 기구 또는 (2) 위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

로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 상관이 없다.

도록 위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한 그 밖의 국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

기구로 정의된다. 공공국제기구의 예로서, 세계은행(the

의 정도이다. §78dd-1(f)(2)(A)는 “인식(knowing)”

World

International

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1988년 법개정 당시 이를

Monetary Fund), 국제무역기구(the World Trade

좁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나, 현재의 실무 관행은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zation

“knowing”에 대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개정 전과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미주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Stanford

기구(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국제적

Law School의 관련 조사에 의하면, 1977년부터

십자사(the Red Cross),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2017년까지 제기된 239건의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법

Union)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단체들

집행 사건 중 218건(91%에 해당함)이 대리인, 컨설

을 열거한 목록은 연방공보(the Federal Register)로

팅업체 또는 하청업체 등의 제3자 내지 중개인을 통

발간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한 뇌물제공이 문제된 것이라고 한다.

Bank),

국제통화기금(the

왕족이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공무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왕족이 정부

아. 의도적으로(willfully)의 문제

계약 등과 관련해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들

해외부패방지법에 ‘willfully’에 대한 정의 규정은

도 있고, 반대로 왕족이 실권이나 특별한 영향력 없이

없지만, 법무부 측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이유

전통 내지 관습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활동하는 나라

로 ‘자연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들도 있다. 결국 왕족이 해외부패방지법 소정의 외국

개인이 의도적으로(willfully) 행한 것임을 증명하여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순전히 사실확정의 문제

야 한다. 해외부패방지법에서도 명문으로 이와 같이

이고 이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규정하고 있다{§§78dd-2(g)(2)(A), 78dd-3(e)(2)
(A), 78ff(c)(2)(A)}. 따라서 민사책임 또는 법인에

사. 제3자를 통한 뇌물제공

대한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위 ‘willfully’ 요건이 불필

§78dd-1(a)(3)은 제3자 또는 중개인을 통한 뇌물

요하다. ‘willfully’라 함은, 자신이 법적으로 나쁜 행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위(a bad act under the general rules of law)를

자가 중개인의 뇌물지급행위를 알았거나 뇌물지급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의도성

다면(willful blindness)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willful)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 행위자가 구체적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 법령의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고 한다. 특히 §78dd-1(a)(3) 법문은 그 돈의 전부

다. 즉, 제2연방항소법원과 제5연방항소법원은 해외

또는 일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directly or in-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

directly)”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될 사정을 알

인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면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행위가 해외부패방지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있었음”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자신의 행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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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상 위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용을 받는다. 반면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미

고 판시하였다.

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
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간통상 요건이 필요

3.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cerns)의 증뢰죄

함이 원칙이다.

(15 U.S.C. §78dd-2)
가. 미국 국내업체의 범위
§78dd-2(h)(1)은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

4. 미국증권발행회사도 미국 국내업체도 아닌 자의
증뢰죄(15 U.S.C. §78dd-3)

cern)를, ①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

가. 개요

내 거주자인 개인과 ② 주된 사업 장소가 미국에 있

해외부패방지법은 일정한 경우 미국증권발행회사

거나 미국 연방, 미국의 각 주, 준주, 점유령 또는 미

나 미국 국내업체가 아닌 특정한 외국인(자연인 및

국의 자치주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동업체,

법인 포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외국인이라도

협회, 합자회사, 신탁, 비법인 기관 또는 단독 소유업

“미국 영토에 있는 동안(while in the territory of

체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국내업체의 경영진, 임원,

the United States)”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외

직원, 대리인, 대표적 주주도 미국 국적 여부를 불문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998년 해

하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외부패방지법 법개정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조항으로
서, 미 의회는 위 법개정을 통하여 미국 영토에 있는

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등

동안에는 누구라도 뇌물 제공 등을 위하여 우편 기타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에 대하여 §78dd-1에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지하는 증뢰행위의 내용과 같다. 즉, 미국 국내업체
는 뇌물 제공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메일, 전화, 은행

나. “미국 영토에 있는 동안”에 대한 해석

계좌 등 주간통상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78

(1)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dd-2(a)}, 특히 미국 국적의 미국 국내업체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위 “미국 영토에

서는 §78dd-2(i) 소정의 대체관할권(Alternative

있는 동안”을 매우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비거주

Jurisdiction)에 의하여 주간통상수단의 이용 여부

외국인(foreign non-residents 또는 nonresident

를 불문하고 뇌물 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부정한 행

foreign nationals)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해외부

위도 금지된다.

패방지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행위자가 미국 영토

그밖에 사업의 획득 내지 유지 목적(business purpose

에 실재(實在)할 것(physically present)을 요하지

test), 부정하게(corruptly), 가치 있는 것(anything of

아니하고, 미국의 통신수단(우편, 전화, 전신 등)을

a value), 뇌물수령인 등의 요건은 앞서 §78dd-1 부분

이용하는 등 뇌물 제공을 촉진하는 간접적 행위가 있

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기만 하면 “미국 영토에 있는 동안”에 포함되는 것으

결국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의 기업은 미국증

로 해석한다. 결국,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

권발행회사(issuer)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주

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 관련행위를 야기하

간통상수단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제공과 관련

기만 하면(“caused” an act in furtherance of a

한 모든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의 적

corrupt payment)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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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 거주

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법원은, “의회가 법조

하지 않는 외국인,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

문상으로 ‘야기하는 행위(causes to)’와 ‘이용하는 행

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증권을 발

위(use)’를 구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큼

행하거나 보고의무가 있는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

양자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

미국에서 부정한 뇌물지급의 추진을 야기(causing)하

하는 행위를 하면서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등을

기만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이 성립할 수

조금이라도 이용하기만 하면 미국 연방법인 해외부패

있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와 반대되는 피

방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반면에, 연방지방법원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2) 법원의 판단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위 “미국

“미국 영토에 있는 동안” 요건에 관한 위와 같은 미

영토에 있는 동안” 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에

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다소 공격적인 해석을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즉, 법원은

법원 역시 판례로서 받아들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United States v. Patel et al. 사건의 공판기일에

하겠다(위 요건의 해석이 쟁점이 되어 명시적인 판단

서, 피고인이 일단 미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만

에까지 이른 연방대법원 판결이나 연방항소법원 판결

하면 이후 미국 영토 밖에서 뇌물 제공과 관련된 여행

은 없다).

을 하거나 메일을 보낸 경우에도 이를 포괄하여 “미국

다만 연방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미국 법무부와 증

영토에 있는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행위를 한 것

권거래위원회의 태도와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

듯한 입장을 취한 적은 있다. 예컨대, SEC v.

였다. 결국 위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Straub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미국을 경유하여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charges dismissed).

일응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 여

5. 예외 사유 및 면책항변 사유

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외부패방지법 소정의 ‘부정한

가. 예외 조항(Exception)

의도’ 요건(corrupt intent requirement)은 불필요

§78dd-1(b), §78dd-2(b), §78dd-3(b)는 ‘일상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이메일이 미국내 서

적인 정부행위의 예외(Exception for routine gov-

버를 경유하거나 미국내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ernmental action)’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메일 송수신 행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 이른

위만으로도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을 성립시킬 수 있

바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에 관하여 정한 것

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히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다. 위 예외 조항은, 외국공무원의 일상적인 정부

“§78dd-3(a)에서 정하고 있는 ‘주간통상수단의 이용

행위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make use of a means or instrumentality of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외부패방지법

interstate commerce)’ 요건은 주간통상수단의 ‘직

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접적 이용(direct use)’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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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책항변 조항(Affirmative Defenses)

법집행을 하여 왔고, 이러한 태도는 그 동안 미국 법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시 두 개의 면책항변

무부가 실제 처리한 사건들이라든지 공식 지침서에서

사유도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해당 국가의 성

확인할 수 있다.

문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경우(the local law de-

그런데 최근인 2018. 8. 24. 제2연방항소법원은

fense)”이고, 나머지 하나는 “합리적이고 선의인 실비

법무부의 공모 법리 또는 교사·방조 법리를 통한 광

지출(reasonable and bona fide expenses)”이다.

범위한 해외부패방지법 역외적용에 제동을 거는 취지
의 판결을 선고하였다(United States v. Hoskins).

6. 강요에 의한 지급의 문제

즉,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영토에 실재하지 아니하였

금품의 지급이 강요 또는 협박(extortion or du-

음에도 미국증권발행회사, 미국 국내업체 또는 그 임

ress)에 의한 경우에도 해외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지

직원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이

문제될 수 있다.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

유로 또는 교사·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해외부패방지

에 의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외부패방지법이

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지급이 부정한 의도

데,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

(corrupt intent)로 이루어졌다거나 사업을 획득 내

고하였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지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죄의 본범(a principal)으로 처벌받지 않는 자는 동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압박

죄의 공모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도 처벌받지 아니

(mere economic coercion)만으로는 해외부패방지법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2연방항소법원은, “해외

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도

고 보기에 부족하다.

(affirmative legislative policy)” 및 “역외적용제한
의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

7. 일반 법인책임의 적용

application)”에 비추어 보면, 해외부패방지법의 적

법인에 관한 일반 책임법리가 해외부패방지법에도

용대상은 법문에서 특정하여 열거한 세 가지 범주,

적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회사는 그 임직원 또는 대

즉 ①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 및 그 임직원 또는

리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

대리인, ②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cern) 및 그

외부패방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질

임직원 또는 대리인, ③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외

모회사-자회사 책임(Parent-Subsidiary Liability)

국인인 피고인이 위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에도

의 원칙과 승계책임(Successor Liability)의 원칙을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행

적용한다.

위를 저지른 자(① 내지 ③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
는 자)와 공모하거나 교사 내지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8. 공모, 교사, 방조 등
가. 형사책임

형사처벌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판결은 특히 대다수의 실무가들과 기업들이 해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죄에 대

외부패방지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참조하는, 미국 법

한 공모죄 또는 교사죄·방조죄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2년도에 공동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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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식지침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위 판결 쟁

적용된다{15 U.S.C. §78m(6)}. 회계규정의 주된 내용

점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다른 연방

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장 및 회계처리를 정확

항소법원들 또는 연방지방법원들이 제2연방항소법원

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록유지의무(books and

과 같은 입장을 취할지 등이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records)이고, 두 번째는 내부통제시스템 수립 의무

없다. 따라서 위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무부 또는 증

(internal controls)이다. 회계규정은 반뇌물규정과

권거래위원회가 비거주외국인(foreign non-resi-

달리 주간통상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증권

dent)을 상대로 한 법집행의 범위를 축소시킬지 아니

발행회사(issuer)이기만 하면 회계규정에서 부과하는

면 위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간통상요건과

고될 때까지는 기존의 방침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격

상관없이 해외부패방지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인 법집행 정책을 고수할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위 판결은 특히 해외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비거주외

2. 기록유지의무(Books and Records)

국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기업이나 국민

뇌물은, 국내뇌물이든 국제뇌물이든 불문하고, 회

의 입장에서도 다른 쟁점에 비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

사 장부상으로 허위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

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판단된다.

제13조(b)(2)(A)항은 일반적으로 기록유지의무조항으
로 불리는데(Record-Keeping provisions), 미국증

나. 민사책임

권발행회사(issuer)로 하여금 “자산의 처분이나 거래

개인 또는 법인이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knowingly

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만큼 상당히 자

or recklessly) 타인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행위에 실

세하게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해외부패방지법 반뇌물죄에

법은 위 ‘기록’에 관하여 “통장, 보고서, 메모, 테잎,

대한 교사 내지 방조로서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된다

디스크, 서류, 책자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가 기재된

(15 U.S.C. §78t). 또한, 일정한 경우 해외부패방지법

문서”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재무재

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표 같은 보고용 또는 공시용 문서 뿐만 아니라 지출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은 미국증권발행회사의 자회사

보고서, 전표,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 등 사업과정

나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해서 식사 또는 접대 자리에 가

III. 회계규정{15 U.S.C. §78m(b)(2), (5)}

공의 거래처 인물을 기재하거나 반대로 식사나 접대

1, 개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모

해외부패방지법의 회계규정은 반뇌물규정과 달리 오

두 회계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 법문상의 “상당히

로지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에만 적용된다. 미국

자세하게(in reasonable detail)”의 의미에 관하여,

기업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

같은 조 (b)(7)항에서는 “사려 깊은 공무원들이 그들

도 ADR이 유통되는 등 미국증권발행회사에 해당하면

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회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증권발행회사가 50%

수준의 자세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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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장부에 허

문상의 “상당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sufficient to

위기재하는 실례로는, 수수료(Commission), 로얄티

provide reasonable assurance)”의 의미와 관련하

(Royalties), 컨설팅비용(Consulting Fees), 판매 및

여서는, 기록유지의무조항에서의 “상당히 자세하게

판촉 비용(Sales and Marketing Fees), 연구비용 내

(in reasonable detail)”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

지 연구성과금(Scientific Incentives or Studies), 여

(b)(7)항에서 “사려 깊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행비용 또는 문화접대비(Travel and Entertainment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세

Expenses),

or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록유지의무와 마

Discounts), 애프터서비스 비용(After Sales Service

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체계 수립의무에 대해서도 중

Fees), 잡비(Miscellaneous Expenses), 소액 현금 인

대성 또는 액수와 같은 적용요건 내지 최소기준은 없

출(Petty

다. 다만,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형

리베이트

Cash

내지

할인액(Rebates

Withdrawals),

무료

상품(Free

Goods), 해외지점계정(Intercompany Accounts), 공
급자부담 지출(Supplier/Vendor Payments), 대손상
각(Write-offs) 등을 들 수 있다.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해외부패방지법은 특정한 내부회계관리체계
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내부회계관리

기록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중요성의 정도

체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전체적인 관

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소한 내용

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또는 적은 액수에 대한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록도 원

여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요건에 대한 특정한

칙적으로 본조항의 기록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체계가 갖추어졌는

수 있다.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부회계관리체계 수립의무(Internal
Accounting Controls)
미국 증권발행회사(issuer)는 거래가 적절하게 이
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①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 ② 해당 기업이 사업
을 수행하는 국가 및 그 국가의 부패에 관한 평판, ③
해당 국가의 고객이 정부인지 국영기업인지 여부 등,
④ 해당 기업의 사업모델 등.

내부회계관리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즉, 거래가

내부회계관리체계의 핵심은 효율적인 반부패준법프

경영진의 일반적 또는 특정한 인가에 의해 실행되었

로그램(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이라

다는 점, 일반회계기준에 합당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할 것이다. 기업의 내부통제체계는 무엇보다도 사업

가능하도록 거래가 기록되었다는 점, 자산에 대한 설

환경의 실제 현실과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하

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었

여 설계되어야 한다. 위 고려 요소에는, 해당 재화나

다는 점, 자산에 대한 접근이 경영진의 일반적 또는

용역의 특성, 해당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 공급되는 방

특정한 인가에 의해서만 허락된다는 점, 자산 거래

법, 근로자들의 특성, 규제의 정도, 정부와의 상호작

설명에 관한 기록이 실행가능한 간격으로 현존 자산

용의 정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과 비교가능하고 제반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패 위험성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내부통제

취해진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

설계되어야 한다. 부패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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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패 위험에 덜 노출된 기업들과는 다른 형태의 내

든 간접적으로든 불법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금융업 회사

않은 경우에만 면책된다. 한편, 지배자 책임을 묻기

의 내부통제 프로그램이 제조업 회사의 내부통제 프

위한 요건으로 ‘과실(culpable participation)’이 요

로그램과는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구되는지에 관해서는 연방항소법원들간의 견해가 엇
갈린다고 한다. 즉, 제1, 5, 6, 7, 8, 9, 10 연방항소

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법원들은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제2, 3 연방항

회계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이

소법원들은 지배자 책임의 요건으로 과실을 요구한다

모두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 범위에는 상당한

고 한다.

차이가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증권발행회
사(issuer)에 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법

IV. 처벌 및 제재

리에 따라 민사책임을 묻고 있다. 즉, 미국증권발행회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는 크게

사의 회계장부 내지 기록에 허위 기재, 불완전한 기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무부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불

는 반뇌물규정의 위반행위 및 의도적인 회계규정 위

문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민

반행위에 대한 형사 법집행과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사책임의 경우와 달리 그 위반행위가 ‘의도적(willful)’

대한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78m(b)(4)와

미국증권발행회사와 그 임직원 내지 대리인만을 대상

§78m(b)(5)에 의하면, 회계규정 위반행위는 “알면서

으로 하여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knowingly)” 장부, 기록, 계정을 위조하는 경우 및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알면서” 내부회계관리체계 수립의무를 회피하거나 불

형사책임으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개인에 대한

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

구금형 및 벌금형, 그리고 몰수형이 주로 문제되는데,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 내지 부주의로 인한 의무불

특히 기업에 대한 벌금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안벌

이행 또는 누락은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

금법(Alternative Fines Act)을 근거로 ‘범죄로 얻은

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이

한편,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지배자 책임(Control
Person Liability)이 문제될 수 있다. 지배적 지위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왔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증권거래위원회가

(control, controlling)란, 주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그동안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과 정책에 관

(disgorge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환수처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

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자의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배자 책

장래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

임 법리(the control person theory)에 따르면, 지

하는 형평상의 개선방안으로 인식되어 왔고, 앞서 본

배적 지위를 가진 자는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의

형사벌금과 마찬가지로 증뢰범죄로 인하여 기업이 취

행위에 대하여 피지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득한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강력한 범죄억지적 효력을

원칙이고, 다만 지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익환수처분의 시

(in good faith)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효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2017. 6. 5. 선고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이익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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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esh v. SEC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사

한편, 해외부패방지법은 사법적(私法的) 청구원인

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익환수처

(a private cause of action)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분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해외부패방지법에

Kokesh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법집행개시일로부터 5

는 사법적인 청구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년 이상 오래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위원회

왔다. 그러나 상장회사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의 이익환수처분 권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

관련 조사가 공시되거나 관련 형사소송 내지 법집행

고, 이는 그동안 거액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었던 장

이 개시되면, 후속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

기간의 뇌물범죄에 대한 규율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

하다(Follow-on Civil Litigation). 예컨대, 주주가

으로 예상된다.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을

아울러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회사는

제기하거나,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전술한 형사처벌과 민사제재 외에도, 연방정부와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 증권집단소송(securities class

거래금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action)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증권거래법

Bank)에 의한 상호금지(cross-debarment), 수출특

제10조(b)항과 규칙 10b-5, 증권거래법 제20조(a)

권의 취소 등과 같은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항을 위반한 부실공시(inaccurate disclosures)를 청

비금전적 제재로서는 특히 감시제도(monitorship)

구원인으로 하여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혐의기업이 법무부와 감시

송(securities class action)을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소유예합의(DPA)로 종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이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법

결하는 등 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한 민형사사건에

이 정하는 충실의무(fiduciary duties) 위반을 이유

서 감시제도를 조건으로 하여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로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

가 빈번하다. 감시인의 임명이라는 최근의 주된 경향

을 제기하거나, 그밖에 경쟁업자, 회사의 종업원, 사

은 그동안 법무부가 강조해 온 효율적인 내부통제프

용자 등이 원고가 되어 다양한 보통법 및 성문법령에

로그램의 채택 및 유지에도 부합한다. 해당 기업은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감시인 및 감시인의 직원과 고문에게 급여 내지 비용
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제도는 수년동안 지속

V.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관련 있는 다른 연방법령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시제도는 해당 사업체에

미국 법무부의 사기담당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적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

용하면서 여행법(Travel Act, 18 U.S.C. §1952), 허

이 적시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통제프로그램의 효

위진술 처벌조항(the false statements, 18 U.S.C.

율성을 소명하면 감시인을 임명해야 하는 위험을 줄

§1001), 자금세탁 처벌조항(money laundering, 18

일 수 있다. 감시제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본적

U.S.C. §1956, 1957), 우편사기 조항(mail fraud,

인 입장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2008년에 공표한 “공

18 U.S.C. §1341), 전신사기 조항(wire fraud, 18

소유예시 감시인의 선택과 활용”이라는 제목의 정책

U.S.C. §1343)을 적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법

메모(이른바 “Morford Memorandum”) 및 2017년

무부 사기담당부서가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수사와

에 발표한 “해외부패방지법 기업 법집행 정책”의 일

관련하여 반독점부서와 공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고(15 U.S.C. §1), 탈세를 이유로 처벌을 하거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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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7201 이하) 수출제한 조치(50 U.S.C.

Agreement)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판결

§1701-1706)를 취하기도 한다. 특히 자금세탁 처벌

역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기초로 선고

에 관한 양형기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되는 경우가 다수로서, 결국 법집행기관과 당사자인

우편사기 범죄 및 전신사기 범죄는 사업 관련 범죄를

기업이나 개인 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함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연방검사들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 대
하여 수사·기소함에 있어 우편사기 및 전신사기도 함
께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VIII. 내부고발자 보호
증권거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부고
발자(whistleblower)가 제공하는 정보와 도움은 법집

VI. 시효

행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범죄 또는 위법

내부고발자가 제공하는 관련 상황과 인물에 대한 정보

행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해외부패방지법

를 통하여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정

위반행위에도 위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특히 공모

보가 없었을 경우보다는 훨씬 조속한 시점에 법위반행

범죄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는 이른바 계속범 이론

위를 인지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을 최소화

(continuing offenese doctrine)이 중요한 의미를

하고 미국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자

가진다. 연방대법원은 공모범행에 대한 기소에 관하

들에 대한 보다 신속한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한다.

여, “시효는 공모성립시보다는 명시적인 실행행위일

사베인스-옥슬리법(the Sarbanes-Oxley Act of

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공모가 계속되는 한편 실행

2002, SOX) 및 도드-프랭크법(the Dodd-Frank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들 중 마지막 시점으

Act of 2010)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내부

로부터 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 또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다만, 연방법원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한 명시적인 행

있다. 또한, 기업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보복조치

위와 공모의 결과를 구별한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를 할 경우 위 두 법 이외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형사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외국

는 규정을 둔 각 주의 법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제재

에 소재한 증거를 찾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이 최

를 받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장 3년간 정지될 수 있다(18 U.S.C. §3292).

IX. 미국 법무부의 최근 주요 정책
VII.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 유형

1. 기업 범죄에 대한 개인의 법적책임 관련 정책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결정 유형

2015년 9월에 연방법무부 부장관 Sally Q. Yates

별로 살펴보면, 법원에 형사기소 또는 민사제소를 하여

는 기업사기사건(corporate fraud cases)에서의 개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그보다는 불기

인을 상대로 한 기소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공표하였

소처분 또는 부제소종결(Declination), 불기소합의 또

다(Yates Memorandum). 이 정책의 취지는, 기업들

는 부제소합의(Non Prosecution Agreement), 공소

로 하여금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

유예합의 또는 제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과 기업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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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법집행당국에 모든 관련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도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록 하는 데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실제 사안들을 분
석하여 정리하였는데,① 기업에 대한 형사벌금, 민사

2. 법무부의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기업 법집행 정책

제재금 내지 이익환수금의 액수가 가장 컸던 대표적

2016년 4월에 법무부 사기담당부서(the DOJ Fraud

인 사건으로서 Telia 사건과 Siemens 사건, ② 개인

Section)는 해외부패방지법 법집행과 관련하여 1년간

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거운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의 임시 계획 및 지침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표하였

Charles Paul Edward Jumet 사건과 미국 법무부

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기업 범죄에 연

의 개인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 기소가 실패

루된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로 끝난 이른바 ‘Africa Sting’ 사건, ③ 한국에서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밝히고 법무부 사기담당

뇌물 제공이 문제되었던 사건들로서 SSI Korea 사건

부서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 내

과 IBM Korea 사건, ④ 일본 기업에 대하여 법집행

준법감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사건들로서 JGC 사건과

2017년 3월에 법무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

Bridgestone 사건 등을 차례로 논의하였다.

이며 파일럿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당수의 기업이 프로
그램 요건 충족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2
017년 11월에 연방법무부 부장관인 Rod Rosenstein
은 위 파일럿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연방지방검사장매뉴
얼(USAM)에 포함시킬 공식지침이 될 수 있는 해외부
패방지법 기업 법집행 정책을 공표하였다. 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행위를 인지한 기업이 ① 해외부
패방지법 관련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② 조
사에 완전하게 협조하며, ③ 적시에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할 경우, 해당 기업은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없다
면 불기소처분(Declin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및
기업이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범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
만 이후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고 적시에 적절하게 개
선책을 마련한 경우, 해당 기업은 연방양형기준에서 정

제4장 시사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그 법집행 실무에서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뇌물죄
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물 관련 범죄의 억지를
위하여, 뇌물공여자가 뇌물제공을 통하여 얻은 경제
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
이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중개인 등이 반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
범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미국 해외부패방
지법에 대비한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한 최하한의 형의 25%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3장 사례연구
최근 10년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미
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양적인 측면

제5장 결론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전반 및 최
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 논의를 활성화하
며, 나아가 학계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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