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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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대상판결과 같이 금
융회사와 피해자(전자금융이용자)간의 민사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입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제9조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과 면책에 대하
여 규정하였다.
제9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수의 하급심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제9조 제2항의 면책에 대해
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없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
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접근매체의 노출이라는 해석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언에 반
하는 해석을 하였고, 이용자가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회사의 정보
보안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전자금융이용
자가 금융회사에 비하여 금융지식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고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관련규정의 구조 및 전취지, 주의의무의 분담의 적정성이라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론으로 시행령 제8조
에서 열거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타 정당화사유의 인정문제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
† 논문제출일: 2015. 4. 30. 심사개시일: 2015. 5. 8. 게재확정일: 2015. 5. 22.
*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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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라고 본다.
한편 입법적으로 금융기관의 면책과 관련된 제1호사유와 제2호 사유, 즉 이용자의 고의·중과
실 면책과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면책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문제 및
제2호 사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정보보안, 금융회사의 기술
적 정보보안조치, 동일성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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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전
화를 하는 담당자(a)와 그 돈을 인출하는 담당자(b), 그리고 그 돈을 해외로 반출하

1)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로는 윤해성·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형사정
책연구원 연구총서 09-15 (2009. 12.) 참조(제3장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
면,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징은 크게 범죄조직의 특징과 범죄피해자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범
죄조직의 특성으로 첫 번째, 중국ㆍ대만의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제적인 범죄라 수사가 어려
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중국ㆍ대만ㆍ한국과 연계된 국제적 범죄조직이 點조직화를 띠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범죄를 시도할 때 사용되는 국제전화를 인터넷전화와
같은 최신 기기 등을 사용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발신경로를 지니고 있어 추적하기 어려
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전화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비대면성으로 인한 죄
의식의 결여 등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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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당자(c)로 역할을 나누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할 때 그 입금통장의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d)이
소위 ‘대포통장’2)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 민사적으로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e)가 예금 등을 관리하는 금융기관(f)의 책임을 문제삼아 그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경우가 등이 있고, 이런 보이스피싱이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질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문제된다.
전자금융범죄는 주로 동일성 도용 범죄(identity theft crime)의 진화에 따라 범
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의 범행이 종래 고령층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다가 점차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지속적·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 동일성도용범죄는 전자적인 정보에 의한 동일성이
실존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엄청
난 피해를 야기하므로4) 법제의 정비와 대국민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한다.5)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이용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제기가 다수 이루어졌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과 관련된 판단기준
의 제시가 필요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과 관련하
여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한 접근매체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
련하여 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6)
2)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는 실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명의대여통장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무상 사안을 보면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면 돈을 준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다고 하거나, 취
직을 시켜준다고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3)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개론은 손경한 외(최승재 집필부분),『과학기술법』(진원사, 2011) 참조.
4) 2013년 영화인 <Identity Thief>라는 영화를 보면, Sandy Patterson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양한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를 찾아다니는 영화로 동일성 범죄로 인해서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잘 알 수 있다.
5) 양진수, “미국에서의 신원도용에 관한 연구”, 재판자료 제128집: 외국사법연수논집(2014), 1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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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예금주)는 피고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성명불상자가 2012. 3. 3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제3자
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
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의 1심(광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62740 판결)과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의 성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보면, 공인인증서는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7898 판결의 원심은 해당 원고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
드를 스캔하여 자신의 웹메일에 보관하고 있다가 해킹당한 사안에서 해당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
고 판단한 사안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안으로 법리가 설시된 사건으로 대상판
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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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
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행위도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
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
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금융기관의 면책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금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자
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였다. 이
에 대해서, 원심은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
태였던 점[사회적인 인식의 정도],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왔던 점[피
해자의 경험], ③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사
고 당시의 정황] 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를 모두 알려준 점[행위의 태양·내용] 등을 들 수 있다(꺾쇠 표시부분들은 필자가
기재한 것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원고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
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
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피고들의 전자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금융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보고 피고들의 면책항변(이용자의 중과실)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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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
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➀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
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
고는 인터넷뱅킹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➂설령 피
고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융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
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
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다.”라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7)

7)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은행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
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원고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
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금
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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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관련 종래 법원의 태도
1. 보이스피싱
(1) 의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라는 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의 한 그룹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사건과 같이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나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근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는 방식으
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 보이스피싱이 외국에 기초를 둔 범죄조직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책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는 경우들이 발
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과실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로 대응하는 방법
도 있을 것이나 다수의 범죄가 사회현상화되면서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입법이 강
구되었고, 그 결과물이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법적 규정과 규제와 감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는 형태의 법이 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수단으로 활용
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되었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접근매체’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행과정에서 타인명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
되었다. 이런 통장을 이른바 ‘대포통장’이라고 부르는 바, 이런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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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여왔다.8)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개념이 문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9) 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➁「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
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➂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➃ 이용자의 생체정보, ⑤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그 다섯 가지 유형이다.10)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해석과 관련
하여,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와 체결한 계약(‘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
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
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
8) 김병태,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
40판결-”,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54호(법무부, 2011. 4.) 117면.
9) 접근매체는 문리적으로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매체”를 의미한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최소한 “(시스템에 접근하여) 거래시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보”로 정의된다. 그런데 전자
금융거래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로서도 접근매체를 정의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는 ①시스템에 접근하여 거
래지시를 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로서의 기능), ②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본인확인 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③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한 수단 또는 정보(거래 무결성의 확인수단으로서의 기능)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매체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비교사법」 제21권 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10) 실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법문상 저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접근매체를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만 제2조 제10호의 법문상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접근매체는 위의 5가
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충첩적인 접근매체의 성립
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김병태, 앞의 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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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
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1)

(4) 접근매체의 양도 등의 해석과 형사책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에
대한 일시사용을 허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 여부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회사 상담원을 가장한 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7개 금융계좌
에 관한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2) 이러한 태도는 이후 하급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13)
11) 이 사건 통장 등은 해약환급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통상적인 통장과 그 계좌 입출금에 필요
한 비밀번호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통장 관련 계좌에 관하여 별도의 CD/ATM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통장 등으로는 금융
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
래는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통장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장 등이 전자금융거
래의 접근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에 관한 법
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판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형법법규의 해석
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
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
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
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3) 일시적 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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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은 제1항에서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그 사고의
유형으로 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➁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➂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열거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지녀 원인규명이
어려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고, 해킹, 전
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
는 것에 있다.14)
한편 제2항은 면책규정으로,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가 제2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➁ 법인(「중
를 선고한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10.20. 선고 2010노1887 판결[확정](“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
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및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
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4) 2006. 4. 국회 제정경제위원회 작성 전자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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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 제9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 규정(사고 발생에 있어
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따른 이
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15)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전자금융거
래법 시행령 제8조16)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17)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15) 본고에서 약관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
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1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
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17) 위조란 넓게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포함하는데, 유형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하는 경우를, 무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리고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 유형위조는 ‘위조’라는 용어로, 무형위조는 ‘작성’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하여 위조·변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위
작·변작’이란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을 작성
하거나 변경하고,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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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령 제8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그 사용을
위임,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9조 제4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
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3. 하급심 법원의 태도
(1) 대구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확정[부
당이득반환])
갑이 을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
화로 을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병 은행과 전자대
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을이 병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병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이 제3자인 갑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
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
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
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병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
서 병 은행이 을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병 은행이 수령
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을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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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18)
1) 사실개요
원고는 2008. 5. 9. 피고에 CMA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
스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2010. 8. 13.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
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스콤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4경 원고의 계좌에서
34,000,000원을 소외 이용한의 ○○중앙회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이므
로, 금융기관인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부
당하게 발급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에 해당할 뿐 접근매체 자체의 위조나 변조에
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 또는 전
자금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 위조·변조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도 용어만 달리할 뿐 넓은
의미의 위조·변조를 처벌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접근
매체의 관리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
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
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
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어 만들어진 것으
18) 이 사건은 20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9528 강제조정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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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인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
당하게 인출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8. 13.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1. 4.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매체의 보관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갑 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출력하
여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도의 코드표를 만들어 소지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가 접근매체를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앞에서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원

전자금융이용자의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2648
판결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함

중과실 긍정

서울중앙지방법원
105339 판결

별도의 코드표를 만들어 소지함

중과실 부정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
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줌

중과실 긍정

2011가단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2740
판결[대상판결의 1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과실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
신의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드표를 만드는 정도로는 중과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명확한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사안에 따라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용자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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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이용자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
1.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손해에 대
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
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자가 적극적으로 이용에 기여한 경우, 즉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론과 이에 대한 검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9)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
19) 이 견해는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으로 규정된 “이용자의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
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본 사안
에서 이용자에게는 중과실이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
하여는,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
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 향후에 대법원이 제시
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추가된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과실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논거를 제시하고 있
다.(서희석, 앞의 논문, 7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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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
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고 대법
원 판결을 비판한다.20)

(1) 접근매체의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
비판론은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용자의 중과실의 범위로 규정하는 이용
자에 의한 접근매체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아 이로부터 원고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있
는데21)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공인인증서 자체는 노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근매체의 노
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이 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중과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런 결론은
보이스피싱을 한 자가 원고(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무권한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원고가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였다는 점으로부터 원고의 중과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는데,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의 노출이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이 곧
접근매체의 노출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다.22)
이 문제제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
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의 해
석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된다. 비판론은 원고의 정보제공행위가 공인인증서의 재발
급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공인인증서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접근매체의
노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고

20) 서희석, 위의 논문, 790-791면.
21) 원심 및 대법원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자
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하고 있다.
22) 서희석, 위의 논문, 위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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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전자금융이용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판론은 충분히 고려해볼 주장이나 대법원
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➀대법원의 해석이 문
리해석상 오류인지 본다. 접근매체의 노출이라는 문언의 의미(접근매체에 대한 전
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문언해석 포함)를 공인인증서 자체를 노출시킨 것으
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보면 비판론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의 중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
든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공인인증서 자체를 노출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실이 없다
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➁입법자가 고의 및 중과실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8조의 해석에서
입법자가 제시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서 과연 시행령 제8조에서 입법자가 예
상하지 못한 방식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전자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것과 같이 접
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
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것이지 이와 동
일시 될 수 있다는 어떤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대법원의 판례나 비판론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
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
비판론은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은 본 사안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한 전자금융사기
수법 내지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인이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금융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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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검사사칭자의 지시대로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한 원고의 행위를 과실
에 기한 행위로 볼 수는 있더라도, 그것을 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라고 주장한다.23)
비판론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이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런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중과실인지 여부
에 대하여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당사자의 사정을 중과실 판단에 고려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에 대한
점(“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식과 관련거래경험(“원고
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
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왔던 점”), 피해당시 피해자의 인식(“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
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물론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도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
여 자신이 기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만을 기획하
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는 자에게 속아서 요구하는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자금융이용자(거래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➀민사적인 중과실의 판단에서 이런 이익형량을 하여야 할 사항은 현실적
으로 만일 이용자가 그 피해의 구제를 바란다면 1차적으로는 가해자인 보이스피싱
행위를 한 자(기망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전자금
융거래법이 제9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
로 제9조 제2항의 면책규정을 통하여 이용자와 금융기관 간의 이익균형을 달성하려
고 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서 단순히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으
로 단순한 (경)과실만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에 더해서 다른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 전혀 전자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고, 관련 지식이나 사회경험도
없는 전자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하여 동일한 범죄를 하였고, 대상판결과 같은 행위
23) 서희석, 위의 논문, 791-7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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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자가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을 인정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 결론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➁금융기관의 기망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응하여 반응한 이용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제3자의 기망행위를 고려하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하나
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 이용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수준
주의의무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누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기울여지도록 할 수 있는가에 있다. 금
융기관의 입장에서 정보보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에 대한 주의를 잘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적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이 경우의 질문이 된다.24)
법경제학의 이런 시각은 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수준에 대해
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
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합리적인 주
의의무 내지 충분한 주의의무(due care)의 수준은 경제적인 실행가능성(economic
feasibility)외에 이용자와 금융기관 중 어느 편의 지배영역에 있는지, 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전문성의 차이를 감안한 위험의 회피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인 관점에
서 금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주의의무의 분배 및 수준을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주의의무는 만일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유형의 비정상거래를 걸러내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적인 전자금융
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그 가상적인 시스템이 금융회사에게 지
우게 되는 부담과 그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5)
24) Marcel Kahan, Causation and Incentives to Take Care under the Negligence Rule, 18 J. Legal Stud. 427,
42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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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보면 사안의 경우가 단순한 과실인지 중과실인지, 다시 말해 이용자
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➀이용자가 주의하
여야 하는 것은 자신의 접근매체 및 그 접근매체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도 이용자에게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
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
로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 및 매체들은 이용자의
지배영역하에 있으며 이용자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반면 만일
이런 정보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접근매체 등을 이용
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접근매체의 사용자의 권리의 내용 및 주관적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포통장의 경우처럼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적인 법익 침해의 우려뿐만 아니라 사회
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법자가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➁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용자가
쉽게 제3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금지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행
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경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만일 이를 (경)과실이라고 봐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법이 금지행위로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이와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형사상 방조범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에 대
한 법적 평가는 중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의적일 수는 없고, 당해 행위자의 구체적인 속성 및 행위속성, 그리고 보이스피싱
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정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5) Id, 442.

최승재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213

3. 금융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의 고려
(1)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비판론은 금융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이 낮으면 이용자의 중과실을 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6)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용자의 과실
이 중과실이었다가 경과실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과실
여부의 판단은 행위당시 행위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
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금융기
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이론구
성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제1호 면책은 이용자의 중과실만
있으면 되고, 제2호 면책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되는 것이고
양자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논의의 평면이 현
행법상으로는 구분된다. 그러나 비판론을 반영하려면 제1호의 이용자의 과실을 인
정하려면 제2호의 금융회사의 보안상의 주의의무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도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해석은 문언해석에서 바로 도
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용자의 정보가 누출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쉽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는 것이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다. 중세 은행의 발전사에서 보면 자신이 예금자라는 것의 증명은 금융기관에서 가
26)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본 사안에서 금융거래정보 및 보안카드
관련정보의 노출이 어떻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
고 다만 이를 소여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
래에서 접근매체의 중요성(본인효과 귀속성)으로부터 그 발급은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을 거쳐 철저
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에는 이에 관한 판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대면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허용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년)에 따라 몇 가지 금융거래정보
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는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은 입법 및 실무관행을 전
제로 한 것이라고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 및 실무관행을 전제로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수준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현행 전자금융거래에서 (예금
인출 거래가 아닌 한) 가장 중요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정보통신망 상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를 악용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한다면 그 책
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서희석, 앞의 논문, 815-8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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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증표나 수단을 강구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단순히 고객과의 동일성을 증표를 가
지고 와서 자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거래를 유예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의 경우에게 본인에게 그 거래를 이행
한 권한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
다.(본인확인의무) 이런 본인확인의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기본적인 자신의 위
험영역내의 주의의무의 핵심이다.

(2)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서 그
개인정보에 기초하여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사안28)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용자)
의 대출채무를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예금이 인출되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처럼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때 이용자가 부주의하였으므로 대출채무도 부담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채무
가 금융기관과 피해자간에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에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
27)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181457판결의 사례이다{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각 2014. 7.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계약의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나
명의대여,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으로 부존
재의 확인을 구하는 대출계약상 책임과 별개의 것이어서 위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8) 이 사건의 원고(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7. 11. 11:00경 ‘○○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며 거래 은행의 3개월분 거래내역,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 및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신
분증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아울러 ‘보안카드 위쪽에 기재된 7자리 숫자 중 2자리, 보
안카드 12번에 기재된 숫자’를 알려주었다. 같은 날 오후 16:46과 16:53경 피고들로부터 각각 원고 명
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돈은 17:01경부터 17:02경 사이
에 ○○○ 명의의 ○○○금고중앙회 계좌로 모두 출금되었다. 원고는 이른바 ‘○○캐피탈’로부터 약
속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고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제3자에게 인출된 것을
알게 되자, 2014. 7. 14. 수서경찰서에 대출사기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고들과의 전자문서에 의한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해당 대출거래가 이루어진 당일인 2014. 7. 11.
○○은행으로부터 발급된 것으로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
P카드) 번호만 알면 본인 아닌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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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
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
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
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보았다.29)
피고들과의 전자문서에 의한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원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대출을 빌미로 원고를 기망하여 그의
금융거래 관련 인적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
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들과의 위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
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인 대출금반환
채무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었다.30)

(3)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판단에서 추가적 고려요소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는 사회통념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 등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영이나 인감의 위조가 쉬워져서 예전에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었던 위조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들의 위
조가 어려운 시대의 주의의무 수준만을 요구하면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현저하게 낮
2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
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전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
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0) 이 사건에서 피고 금융기관들은 원고의 명의대여나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피고들 주장을 하였다. 이
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가 실제 대출계약 체결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자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
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기망당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원고의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제3자에게 원고의 명의로 대출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도록 동의·허락
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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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31) 판단기준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하
여야 하며 고정화되어서는 안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안수준
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유형이 있다. ➀해킹과 같은 제3자의 은행전
산시스템 침해행위에 대한 대비라는 면에서의 보안수준의 강화가 있다. 이 경우 예금
자 등은 간접적 피해자이다. ➁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위
한 장치라는 면에서의 수단이 있다. 이 경우 예금자 등은 직접적 피해자이다.32)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주의의무를 부
담한다고 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은 금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보
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를 이용자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다양한 사고사례 및 유형
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대응방안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숙지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비대면거래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그 속성의 하나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있으므로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제적으
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상의 본인확인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한다. 이처럼 무권한자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의 경우 사회통
념상 기대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문제되
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액거래의 경우나 특이한 거래의 경우에는 무권한자의 거래
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발생의 위험성이 높
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예금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사회통념상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33)
일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는 비대면거래로 인한 자신의 거래편의성을 위해서
위험성을 감수하였다는 주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위험성의
감수정도는 개별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高見澤昭治, 齊藤雅弘, 野間啓(編著), 預金資保護法 ハンドフッワ, 日本評論社, 2006, 197面.
32)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앞서의 인영위조의 경우라면 더 높은 수준의 인영대조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高見澤昭治 外, 上揭書, 198면).
33) 高見澤昭治 外, 上揭書, 199-200면. 동경고등재판소는 2003년 1월 30일 판결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예금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인출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예금인출요구에 대해서 부정한
예금인출요구가 아닌지 담당자가 확인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나고야고등재판소도 2003년 1월 21일
개점시간인 오전 9시부터 30분 이내에 예금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인출한 경우 과거거래이력
에 비추어보면 특이한 거래로 주의를 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승재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217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상거래를 차단하고 예금주에게 알리는
장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규율할 수 있고, 이런 규율은 그 명칭이 지침이건 가이드라
인이건 금융회사의 과실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지침 등이 없다고
해도 법원은 당시의 보안수준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면책주장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

(4) 금융회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
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는 이런 의무를 법정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이 때 금융기관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용자들을 이해시키고 구
체적인 대응방안을 숙지시킬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와 같거나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을 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수준
을 기초로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2015년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
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4)

4.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의한 면책과 책임제한의 가능성

3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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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은 법문상 면책규정형식으로 되어 있어 책임을 면하
거나, 책임을 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 문언은 ➀[1안]
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에서 일부라는 규정을 책임제한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2중으로 금융기관
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는 ➁
[2안]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한 경우라도 책임제한의 이유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책임제한사유가 있다면 책임
제한을 추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책임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책임제한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부면책을 하려면 결국 책임제한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책임제한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 의정부지방
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은 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면책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다. 이런 법리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
였다.35)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5.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책임과 불법행위 방조책임
이 사건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경우 최소한 이를 원고에게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방조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피고 금융기관에게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시 전자금
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는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외
달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법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35)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9919호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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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없었다.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 이후에 시행된 제도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있다.
이런 서비스의 존재 및 실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에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이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런 서비스의
고지의무 내지 시행을 권유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혹 특정 금융회사가
무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다른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Ⅴ.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입법형식이라는 면
에서 매우 특이한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문에서 과실유형을 열거하고 있
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면책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법에 명문의 규
정(제9조 제3항)을 두어 한정하는 방식은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생각
되지는 않는다.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사전에 입법적으로 금융기관의 면책대상이 되는 사
유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규정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인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금융기관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
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면책규정을 두어 제한된 경우에만
금융기관의 면책을 허용하려는 입법의도는 명확하므로 이런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
8조와 결합하여 예외적인 면책규정의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론이라고 본다. 이
런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의 고의·중과실의
해석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36)

36) 약관에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에 비추어 면책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도 여전히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면책을 부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은 간취된 입법취지에 따
라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 제8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석하더라도 기타 정당화
사유로 봐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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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rticle 9 and Voice phishing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4. 1. 29.
2013DA489 Decision Sung Jai Choi

Voice phishing becomes a social problem. That is a fraud crime. It causes a number of civil
litigations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victims. Up to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were a series of lower court decisions, but no compelling Supreme court decision was
made as to the standard of the gross negligence of the user. This i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over an issue regarding the liability of a ffinancial institutions for any loss suffered by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methods like voice
phishing with a great significance.
The Supreme Court presented judgment criteria that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user, a condition for liability exemp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Act”), shall be “judged by consideration on details of the financial accident like
forgery of the means of access, the substance of the method like forgery and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method, occupation and experience of the use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n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Criticisms are made as to this decision in that: (1) the decision, which equated expos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 that of the access means, went beyond the scope of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ct; (2) it hardly conducted assessment on the fraudulent act by
a third party; and furthermore, (3) it gave the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no
consideration. However, as to (1) and (2), the standard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within the scope of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ct considering the whole text of the Act
and its presidential decree. Elements of fraud by a third party already considered as a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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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lement of occupation and experience of the use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n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As to (3), it is understood as part of Art. 9-2-2 of the Act, not a part
of Art. 9-2-1. Possible technological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damage caused by voice
phishing has to be considered. Improv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gether
with the security system, expanding voice and text messaging services for remittances, blocking
remittances with biometrics and strengthening security measures for mobile and internet
banking could be the technologies to that effect. In this sense, some legislative measures has
to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of the conditions for liability exemp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Act.

Key word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Means of Access, Authorized
Certificate, Voice Phishing,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cal
Measures, Identity Th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