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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말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금융거래시 子會社가 차입을

할 때에는 母會社가 직접 보증을 하는 대신 모회사의 신용을 토대로 貸主에 대하여

일정한 보장을 하는 예가 많았다.1) 이러한 保障은 法的인 구속력이 없고 貸主를 안

심시키는 것 (com fort )에 불과하므로 이를 컴포트 레터 (lett er of comfort )라고 불렀

다.2)

이러한 형태의 보장은 母會社- 子會社의 관계에서 法的인 확약 (leg al commitm ent )

보다 政治的인 보장 (political as suran ce )이 더 적절하거나 ,3) 모회사로서 보증한도의

제한, 우발채무 (contin gent liability )의 노출 회피, 세금문제 등의 사정을 이유로 正

式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었다.4) 이와 같이 컴포트 레터는 보

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보증 비슷한 약속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나을 경우에 종

종 이용되었는데, 컴포트 레터라 해도 발행인이 국제적인 명성이나 신용을 고려하여

1 )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1) 국내 금융계에서 컴포트 레터의 사용이 過去型이 된 이유는 IMF 위기 이후 컴포트 레터의

효력이 의문시되자 종래 컴포트 레터를 많이 이용해온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본점의 직

접 보증을 요구하거나 현금, 美정부채(T B) 등 다른 담보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박훤일, 국제거래법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45면.
3) 이러한 경우에는 let ter of assurance , letter of aw areness 라고도 한다.
4) Philip R. W ood, Comp arative Law of S ecurity and Guarantees, Law and P ractice of

In ternational F inance S eries , Sw eet & Maxw ell, 1995, p.346.



그 약속사항을 이행하게 될 때에는 그 범위에서 도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많

았으므로 이를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되었다.5) 이 문제

는 나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거법과 재판관할

을 둘러싸고 比較法的인 고찰대상이 되어 왔다.6)

컴포트 레터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종 킵 - 웰 약정서 (keep - w ell

agreem ent : KW A )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KW A는 미국에서 단기 또는 중기로 자금

을 조달 (CP , MT N 등의 발행)할 때 그 원리금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母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를 지배하는 동안 그에 대한 적정 자본금의 유지, 유동성

의 확보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모회사

에 대해 직접 是正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협약을 말한다. KW A 본문에서 법률상의

保證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지만 당해 債券의 신용을 평가하는 等級査定機關 (credit

r at in g ag ency )은 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7)

이러한 컴포트 레터는 그 내용이 모호한 경우 법적인 확약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장에 불과한 것인지 다투어지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내은행이 IM F

위기 전에 리스 자회사의 차입시 발행해준 컴포트 레터의 효력이 법정에서 다투어

진 사례가 있었다. 본고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컴포트 레터의 법적인 효력을 比較法

的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 컴포트 레터의 意義

1. 컴포트 레터의 主要 內容

컴포트 레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모회사는 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등 채무관계를 알고 있으며 (aw areness of

5) I bid . See J ones v. V ernon 's P ools L td. [1938] 2 All ER 626.
6) 컴포트 레터에 관한 비교법적인 해설로서는 Philip Wood의 저서(sup ra note 4)가 정평이

있고, 1992년 3인의 국제변호사가 프랑스법, 영국법, 미국법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한 논문

이 있다. Ian E. Davidson , Jonathan Wohl and Deborah Daniel, "Comfort Letters Under
French , English and American Law ", J ournal of B ank ing and F inance Law and
P ractice , T he Law Book Company Limited, March 1992, pp.3- 15.

7) 박훤일, 국제거래법- 케이스와 서식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301면 각주 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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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 g ), ② 모회사로서 자회사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기준 이상

의 持分을 유지 (m aint en an ce of ow n er ship int erest )할 것을 약속하고, ③ 모회사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방침을 천명 (st at em ent of policy )한

다.8)

③과 관련하여 모회사는 자회사가 건전한 재무관리 정책에 따라 적절히 운영

(m an ag em ent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거나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

금을 제공 (fun ding )한다 , 또는 자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이익배당을 받지 않는다 , 자

산 또는 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no as set - str ippin g ) 한다 는 등 子會社의 경영 , 재

산유지에 관한 방침 (policy )이나 의도 (intent ion )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9)

2. 法的인 問題點

(1) 컴포트 레터의 文言

일반적으로 컴포트 레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컴포트 레터에 사용된 文句의 의미에 따라 또 어느

나라 法을 준거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

컴포트 레터에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면 컴포트 레터에

보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로서는 정식 보증서

(let t er of guarant ee : L/ G)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므로 굳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증서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항시 자회사의 사업이 잘 운영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당사의 방침 (It is our policy to en sure that the bu siness of

our sub sidiary is at all t im es in a position to m eet it s liabilities to y ou )이라는 모

회사의 진술은 일견 보증과 같이 보이지만 道義的 責任 (m oral respon sibility )에 불

과하므로 모회사는 책임이 없다.10) 왜냐하면 그러한 모회사의 現行 정책은 언제든

8)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 무역상무연구 ,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2002.2), 28∼30
면.

9) Wood, op .cit., p.348.
10) K leinwort B enson L td. v. M alays ia M in ing Corp oration B erhad ([1989] 1 All ER 785,

[1989] 1 WLR 379, CA . 피고회사의 보증책임을 다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審에서 승소하

였으나 抗訴審에서는 패소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영국에서 권

위있는 선결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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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바뀔 수 있고, 회사의 意圖 (int ent ion )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상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액 출자한 회사에 결손이 났지만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컴포트 레터를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3년 연속 게재한 사안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침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11)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보증으로 오인될 수 있으면 損害賠償

(sub st antiv e dam ages )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12) 또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처

분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새 주주를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회사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것도 보증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모회사가

채권은행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언제든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폐사의 관례 (it is our practice to en sure that our affiliat e . . . w ill

at all t im es be in a posit ion to m eet it s fin an cial oblig at ion s as they fall du e)라

고 한 경우에도 모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14) 일반적인 컴포트 레터 사례는 아

니지만 회사의 대주주가 은행에 대출연장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귀환하는 즉시 은행

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보를 친, 미국의 아주 오래 된 사건에 있어

서 은행은 대주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대출을 연장해준 것이고 당해 주주도 이러한

은행의 기대를 알고 있었던 만큼 주주에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15)

(2) 準據法

컴포트 레터에는 준거법 (applicable law )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준거법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 예컨대 英國法16)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명확히

다르게 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事契約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11) R e A ug us tus B arnett & S ons L td . (1986) 2 BCC 98, 904.
12) W ood, op .cit., p.348.
13) Chem co L eas ing SpA v. R ediff us ion p lc (1987), 1 FT LR 201, CA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컴포트 레터를 발행한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의 새 주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상당 기간 동안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14) B anque B russ els Lam bert v. A us tralian N ational Ins us tries L td . (1989) NSW S.Ct .
15) E xchang e N ational B ank of Sp okane v. P antag es , 133 P 1025 (SC W ash . 1913).
16) English law 는 흔히 영국법이라고 하지만 英國이 地方分權化(devolut ion)된 오늘날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런드와 웨일즈 지방에 적용되는 잉글런드법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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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17) 컴포트 레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 그러므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8)

우선 영국법상 계약의 조건은 法院이 무엇을 집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로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바, 컴포트 레터의 애매한 문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영국법상 계약을 하겠다는 합의 (agreem ent to agree )

는 계약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발행인이 장차 차주에 대해 출자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증서를 발행하겠다는 약속은 보증서의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한 너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겠다는 합의로서 효

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만일 발행인이 컴포트 레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가 발

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차주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는지, 기타 어떤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가지는지 준거법에 따라 相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國際私法에 따르면 , 컴포트 레터가 준거법을 명시한 경우

그것이 준거법이 될 것이나, 만일 이를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 따라 特徵的인

履行을 해야 하는 당사자, 즉 발행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국제사법 26조 2항). 이 점은 영국이나 독일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19)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컴포트 레터에 의하여 보상

(r eimbur sem ent )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이행지 (place of perform ance)가 속하는 국가

의 법, 또는 그 기초가 되는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준거법이고 그 나라의 법

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20)

III . 컴포트 레터의 法的 效力

1.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事例

17) W ood, op .cit., p.346. See E dwards v. Sky ways L td [1964] 1 All ER 494.
18) 석광현, 전게논문, 29면.
19) 상게논문. 영국의 契約法(Contracts (Applicable Law ) Act 1990, 1991.4.1 발효)에 의하면

준거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most closely connected) 나라

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20) Davidson , W ohl and Daniel,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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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1994년과 1995년 리스 자회사(이하 자회사 라 함)의 외화자금 차입과 관

련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한 B은행 등 외국은행에 컴포트 레터를 발행하였다. 그 사

이에 우리나라에 외환금융위기가 닥치고 A은행으로서는 자금난에 처한 자회사까지

돌볼 여유가 없어 결국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청산하게 되었다. 그러자 B은

행 등 외국은행들은 컴포트 레터에서 약속한 대로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A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은행이 국내 자회사의 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B은행 등에 발행한 컴포트 레

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컴포트 레터의 수익자는 외국은행이지만 종전 涉外私法의

원칙에 비추어 준거법은 발행인의 본점 소재지인 한국의 법률이 될 것이다.21)

① T he facility has been arran ged betw een B Bank , Seoul Branch an d th e
Borrow er , an d w e are fully aw are of it s t erm s and con dit ion s .

② W e n ow beneficially ow n fifty point three sev en percent (50.37% ) of the
v otin g right share capital of the Borrow er and w e w ill r et ain our
m ajority sh areholdin g in the Borrow er a s long as any am ount s are
out st an ding un der the facility .

F urtherm ore a s controlling sh areholder of the Borrow er , w e are inform ed
ab out it s finan cial condit ion on a regular b asis .

③ W e w ill see to it that th e Borrow er w ill be manag ed an d fin ancially
structured in such a w ay th at it w ill be able to m eet it s oblig ation s
un der the facility .

④ If th e Borrow er is un able to fulfill it s oblig at ion s un der th e facility , w e
shall endeav or to cau se the Borrow er to hav e the necessary fun ds
av ailable to m eet it s oblig ation s to y ou . T his does not con st itut e our
form al gu arant ee, but it is our continuing policy to hav e the Borrow er
m eet it s oblig at ion s to y ou un der the facility .

2. 컴포트 레터 內容의 분석

위의 컴포트 레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발행인은 표준양식을 토대로 상당히 주의를

21) 컴포트 레터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견해를 따른다면 컴포트 레터에 기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곳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문제는 義務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

야 할 것이다. I 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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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 문건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항에서는 자회사의 자금차입을 알고,

제2항에서는 자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일정한 지분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였

으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회사가 본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영에 유의하

겠고,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

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IMF 위기 전에는 B은행을 포함한 외국은행들이 한국계 은행의 자회사 (해외 현지

법인 포함)에 자금을 빌려줄 때 本店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기는 다소 무리였으므

로22) 그 대신 컴포트 레터를 받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A은행과 B은행간에 다툼이 생긴 것은 제4항의 w e sh all en deav or to

cau se th e Borrow er to hav e the necessary funds av ailable to m eet it s obligat ion

to y ou (제1문: 당행은 차주가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와 T his does not con st itute our form al guarant ee,

but it is our continuin g policy to hav e the Borrow er m eet it s oblig at ion s to y ou

(제2문: 이것은 정식의 보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가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행의 계속적인 방침이다)의 의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B은행측은 그의 소송대리인들이 본건 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한 것에 비추어

(소송절차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펴고 있든지 간에) A은행에 대하여 제2문에 따른 보

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 대신 B은행측은 제1문에 기하

여 A은행이 書面으로 한 約束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損害賠償 (sub stant iv e

dam ages )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은 컴포트

레터를 둘러싼 발행인의 보증책임을 다투는 것은 아닌 셈이다.

3. 法的인 爭點

이 사건을 保證責任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위반에 따른 통상의 損害賠

償請求 소송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22)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되면서 한국계 해외금융자회사의 차입 또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본점이 지급보증서(L/ G)를 발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

분 컴포트 레터로 갈음하였다. 외국은행이 끝까지 지급보증서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 은

행을 금융거래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본점이 직접 차입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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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B은행측이 입은 손해가 A은행이 자금조달의 지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기

인한 것인가 하는 因果關係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당시에 그것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급불능 상황으로서 A은행이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더라도 끝

내 자회사의 도산을 피할 수 없었다면 相當因果關係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둘째, A은행이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지 않아 B은행측에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고의·과실 등의 歸責事由가 있고 그것이 違法性을 갖는지의 문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우리나라

의 IMF 사태 등에 비추어 본건 자금조달을 지원하였더라도 구조적인 재정난에 봉착

한 자회사의 도산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면 A은행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A은행으로서는 본건 약속을 이행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으로서 株主나 다른

債權者들을 위하여 건전하게 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또 다른 더욱 중요한 義務를 지

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은행 본점 또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회사

를 청산하기로 한 것이 당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A은행의 본건 행위만을 違法하다고 문제삼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은 A은행의 자회사는 경영부진과 금융구조조정의

실패로 1999년 말 부도로 지급불능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리스회사의 자

산 및 부채는 청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양도되어 추심 및 청산, 이 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수입금의 배분 및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B은행들은 본건 대

출금 중 상당 부분의 변제를 받았으며,23) 본건 소송의 취지는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법정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셋째, 본건 컴포트 레터를 발급할 당시 B은행측이 정식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않

고 컴포트 레터로 만족하게 되었던 사정

당시 B은행측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였거나 A은행측과 상호 교신이 있었던 문서 중

에 정확히 保證 (guarant ee)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컴포트 레터 기타 채권확보

23)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화표시 채권은 원화 채권에 비하여 변제비율 등

에 있어서 특별취급(優待)을 받았는데 같은 外貨債權이라 할지라도 국내은행이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은행의 보유분은 외국은행에 비하여 변제율이 크게 낮아 逆

差別이 문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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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security )을 요구하기로 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B은행측은 A은행에 대하여 자회

사의 채무변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있는 보증 대신에 그보다는 훨씬 느슨한 도의

적인 약속만 받고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의 첫 번째의 因果關係와 두 번째 A은행측의 故意 또는 過失과 違法性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 하는 立證責任의 문제

입증책임은 당연히 원고인 B은행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에 관한

B은행측의 입증방법이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A은행으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準據法이 한국법이라면 우리 법제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약속에 대

하여도 계약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事實審 法院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본건 컴포트

레터의 문언상으로 발행인이 비록 보증의 의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자금

을 지원할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도의적 의무만을 기술한 것인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영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약속은 계약상의 의무를 구성하게 된다.

끝으로 제2문의 it is our continuing policy 라는 문구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은행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現在時制로 표현된 그러한 방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24) 더욱이 외환보유고가 바닥 난 미증유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은 컴포

트 레터 발급 당시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개별은행의 차원을 벗어난

사태였다는 점에서 事情變更의 원칙상 개별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

다.

4. 法院의 判決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컴포트 레터를 받은 5개 외국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原告인 외국은행들에 敗訴 판결을 내렸다.25)

24) K leinwort B enson L td. v. M alays ia M in ing Corp . 사건에서 英國 抗訴審의 판결이유는

자회사의 채무이행능력을 보장하는 표현이 現在時制로 되어 있고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

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명시적인 지불약속이 없다는 것(the statement as to "ensuring"
the subsidiary ' s ability to meet its obligations w as cast in the present tense and did
not constitute a promise to maintain that policy ; there w as no express promise to pay)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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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컴포트 레터 (Comfort Let t er )가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또는 정부가 자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출을 하는 자에 대해 제공하는 증서

라고 정의하고, 보통 차주의 모회사가 보증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대차대조표

상으로 우발채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보증을 대신하여 발행되

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고 전제한 후, 컴포

트 레터에 포함된 문언의 내용이나 그 작성 경위에 따라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컴포트 레터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이 문서의 문언,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간의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건 컴포트 레터의 문언이 피고은행이 원고은행들에 대하여 [그 자]회

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경영되고, 재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제3항), [자]회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피고은행이 노력할 것이고(제4

항 본문), [자]회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행의 방

침 (제4항 단서)이라고 진술 하는 한편 컴포트 레터의 내용이 피고은행의 공식적인

보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기재 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컴포트 레터가 작성된 경위를 살펴볼 때 원고은행들이 컴포트 레터의 제출

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받은 연후에 대출을 한 것이지만, 피고은행이 보증

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대신 원고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서식의 컴포트 레터의 내용에

컴포트 레터가 피고은행의 공식적인 보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첨가하

여 원고은행에 제출하였고, 원고은행들이 이와 같이 수정 발급된 컴포트 레터를 받

고 원고은행의 [자]회사에게 대출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컴포트 레터의 각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컴포트 레터가 작성되

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간에 이 사건 컴포트 레터의 작성 및 교부를 통해 달성

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은행

이 원고은행들에 대하여 [자]회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경영되

고, 재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며, [자]회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피고은

행이 노력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법적으로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지만

25) 서울지방법원 2002.4.26 선고 2001가합29150 사건.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일단 항소하

였으나 요건불비로 각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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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문구들만으로는 피고은행이 원고은행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은행이 또한 [자]회사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행의 방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

건 컴포트 레터 작성 당시의 피고은행의 경영방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경영환

경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장

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

하고, 오히려 피고은행이 이 사건 컴포트 레터의 내용이 공식적인 보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언을 명백히 첨가하여 [자]회사를 통해 원고은행들에게 제출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들도 위와 같은 문언이 첨가된 이 사건 컴포트 레터를 받고도 [자]

회사에 대출을 하여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은행들과 피고은행간에는 이 사건 컴

포트 레터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컴포트 레터는 사업상의 신용의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이 강제되는 도의적인 의무만을 발생시킬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

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 比較法的인 考察

이상 우리나라 최초의 컴포트 레터 사건은 준거법이 한국법이었으나, 만일 준거법

이 외국법이고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어찌되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英美法의 경우

영미법이 적용된 컴포트 레터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26) 예컨대 클라인

워트 벤슨 對 말레이시아 광산회사 사건27)에 관한 영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차

적으로 문언의 기재가 법적으로 실행가능한 의무를 발생시킬 의도 (int ent ion to

creat e legally enforceable oblig at ion s )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물

론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급부에 대하여 컴포트 레터를 발행하는지

約因 (con siderat ion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국법에서는 컴포트 레터를 발행하기

전에 이미 대주가 대출을 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약인으로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

26) Davidson , W ohl and Daniel, op .cit., pp.8- 15.
27) S up ra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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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pa st con siderat ion 의 문제). 다만, 미국에서는 기존 채무 (ant ecedent debt )에

대하여 약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28)

컴포트 레터를 발행한 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

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것은 영미법상으로 진술 및 보장 (represent ation and

w arranty )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美國에서도 약속 (promise )이란 이를 들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나 스스로 제약하

는 행동 (forb earance)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야기한 경우에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29) 만일 자금지원 약속이 계약상의 약인을 구성하고 법적인

約定 (leg al commitm ent )으로서의 의도를 부정할 만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의

실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 (act ionable)이다. 따라서 은행부채가 많은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채권은행에 인수사실을 통지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부채를 정리하도

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it w ould do ev erything possible to see that this

is set tled as p er agreem ent )고 단지 서면에 기술한 것만으로는 保證으로서의 효력

이 없다고 보았다 .30) 미국에서는 컴포트 레터를 둘러싼 사건이 아주 드문 것은 아

니지만 절차상의 문제나 다른 쟁점을 다툰 것이 대부분이어서31) 미국 법원의 입장

을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에 비추어 영국법과 비슷

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법상으로 컴포트 레터에 기술한 내용이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컴포트 레

터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그와 다른 효과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본다.32) 컴포트 레

터 발행자가 약속한 사항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회사의 채

무불이행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상실한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하면

28) UCC §3- 408은 기존 채무에 대하여 교부된 어음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보증하기 위한 배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約因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Restatem ent of Contract Second §90.

30) H ernado B ank v. B ryan t E lectric Co. Inc., 357 F .Supp. 575 (DC Miss 1973).
31) B anque de Paris et des Pay s - B as v. A m oco Oil Co., 573 F . Supp. 1464 (S .D.N.Y.

1983). 이 사건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텔렉스의 문언이 보증이든 컴포트 레터이든 차입

계약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계약과 함께 중재에 의하여 심판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B arclays B ank of N ew Y ork v. Goldman , 517 F . Supp. 403 (S .D.N .Y. 1981);
S tate of N orth Carolina ex rel. Utilities Com m iss ion v. E dm is ten , 333 S .E. 2d 453
(N.C. 1985).

32) Davidson , W ohl and Daniel, op .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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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만일 자회사가 상당한 기간내에 연체금액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면 모

회사는 채무불이행 전액을 변제해야 할 것이다.

(2) 프랑스法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컴포트 레터33)가 보증에 비해 덜 공식적인 형태로 널

리 이용되어 왔다 . 그것은 보증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종전의 프랑스 회사법34)에서 보증의 경우에 엄격히 요구되는 이사회의 승인

(corporat e auth orizat ion )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로서도 모회사로부터

완전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면 불완전하기는 해도 컴포트 레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35)

물론 프랑스에서의 컴포트 레터도 자회사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모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모회사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자회사의 채무이행을

직접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컴포트 레

터를 단순한 도의적 책임 (m oral oblig at ion ), 보증 (guarant ee), 이행을 요하는 약속

(un dert aking s to accomplish , oblig ation de faire )36) 셋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표

현이 애매할 경우 이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서명한 사람이 사용한 용어와

그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33) 프랑스에서는 lettre de conf ort , lettre d 'inten tion , lettre de p atronag e , lettre de
s upp ort , lettre d 'apaisem ent , lettre de soutien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I bid .,
p.4.

34) 종전의 상사회사법(Loi No.66- 537, 24.7.1966) 제98조는 2000년에 폐지되고 商法(Code de
commerce) 제L225- 35조로 대체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증에 준하는 컴포트 레터

(obligation de res ultat)를 발급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I bid ., p.8.
35) I bid ., p.4.
36) 프랑스법에 의하면 이행을 요하는 의무(obligation de faire)는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의무

(obligation de res ultat)와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obligation de
m oy en)로 나뉜다. 모회사가 컴포트 레터에서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확약(confirm )하거나, 자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약속(undertake)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한다. 자회사의 의무를 모회사의 것으

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으므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거나 사후에 구제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이행

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best efforts )을 기울이기로 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자회사의

채무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모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사태에 직면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I 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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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맺 음 말

컴포트 레터는 모회사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때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그

효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리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 자회사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컴포트 레터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방침 (support

policy )이 문언상으로 보장한다 (en sure , as sure)거나 보증한다 (gu arant ee )는 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보증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컴포트 레터의 이행지가 어디냐에 따라 준거법

의 결정이 다투어질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바뀔 수도 있다. 만일 영국법이 준거법

이 되는 경우에는 컴포트 레터 상의 약속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그 위반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 채권자의 입장에서 발행인의 違約으로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因果關係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랑스에서 컴포트 레터에 둘

러싼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발행인인 모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제적으로 발행한 컴포트 레터에 자회

사의 채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겠다 는 명시적인 지불약속 (ex press promise

to pay )이 함축되어 있으면 발행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이것은 모회사에 보증책임을 물어서가 아니라 모회사의 후

견인적인 역할을 신뢰하고 자금을 제공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종의 계약위

반 (breach of contract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컴포트 레터의 문언에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경영진

이 신용의 실추를 우려한 나머지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할 경우에는 이는 주

주나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이고 회사의 자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되어 책

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37) 그러므로 컴포트 레터를 발급할 때에는 어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처음부터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38)

주제어 : 컴포트 레터, 보증, 국제사법, 준거법, 재판관할, 당사자 의사의 해석, 약인

37)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로 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된 오늘날 회사자산을 낭비하는 행위는 理事의

違法行爲留止 청구(상법 402조) 또는 소수주주의 代表訴訟(동 403조) 대상이 될 수 있다.

38) W ood, op .cit.,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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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forc e ability of Letters of Com fort :
A Case Review of the Recent Court Decision

W hon - I l P ark

In Korea , letter s of comfort had been widely used for international

borrowings or derivative transact ions until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ook place in late 1997. T he letter of comfort is written by a parent

company for the purpose of inducing a lender or other creditor to extend

credit to it s subsidiary . T he parent company prefers to give the creditor a

letter of comfort to avoid formal guarantee thereby reducing a contingent

liability on it s balance sheet , and to stave off unfavorable tax or lending

limitations .

T he lett er of comfort is sued by a parent company ordinarily contain s

it s aw areness of financing by the subsidiary , m aint enance of it s

shareholdings of the borrower , and statem ent of policy on the

m anagement of the subsidiary . So the let ter of comfort is viewed as

providing the comfort of a halfw ay house somewhere betw een the full

guarant ee and m ere as surances . More often than not , the w ording of the

lett er of comfort purport s a m oral obligat ion of a parent company , but it

select s to observe it for fear of losing it s nam e and reputation in the

business circle.

A s a result , the legal enforceability of a letter of comfort has been at

issue as in the case recently determin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 See

the case 2001 GaHap 29150 delivered on April 26, 2002 by the Seoul

District Court . In this eight million dollar dam ages case, five foreign

banks filed a suit w ith the Seoul District Court again st a Korean bank ,

which had is sued five letter s of comfort for the 24 million dollar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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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ended by the plaintiffs to it s subsidiary leasing company in Korea

during 1994 and 1995. W hen the defendant left it s debt - ridden subsidiary

afloat and finally bankrupt in the midst of financial rest ructuring

following the 1977 financial crisis , plaint iffs dem anded that the defendant

should cause the borrow er to have the necessary funds available to m eet

the obligations to plaintiffs as stated in the letter s of comfort .

So the Seoul District Court heard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 , and held that the defendant ow ed no legal obligat ion s but

m ere moral responsibilit ies because it wrote down the lett er of comfort

does not const itute it s formal guarantee. If the defendant abode by it s

promise stated in the let ter of comfort , it s management w ould stand trial

on the breach of legal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 company asset s on

behalf of it s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

Consequently , where the issuer of a letter of comfort w ishes to avoid

the imposition of any legal obligations under that letter , it must be

expres sly stated that the lett er is not intended to affect the legal relations

of the issuer and recipient , or that the letter is only intended to record a

moral commitment or a representation as to the present int ention of the

issuer .

T 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ontent and nature of the lett er of

comfort and it s legal con sequences . T he writ er agrees on the decision of

the Seoul District Court . But it rem ains to be seen that this case could

be determined in a different fashion in F rance on the m att er s of the

applicable law and the place of performance, while an English/ Am erican

court w ould reach a similar conclu sion as the Korean court d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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