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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특별소송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소하

가시화되고 있고 동시에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M&A로 인하여 주

다른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

주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이외의 다중대표소송은 매우 드문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오랜 기

상황이다.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전통적으

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또

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인

한 미국에서 과반수의 상장회사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준

정하고 있다. 이처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완전모자회사의

거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지배·종속회사가 사실상 일체화하므로 법인격의

판례상의 동향을 먼저 살펴 본 이후에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부인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있다.

살펴보았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자회사의 손해회복이 모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자

회사에 연결되고, 그러한 연결의 결과 모회사 주주가 보유

회사 내지 손회사 등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표소송

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중

을 총괄하여 다중대표소송 내지 중복대표소송이라 한다. 미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인은 대개의 경우 미약하다.

국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내의 모든 구

그러므로 원고측 변호사가 주도하여 회사에 일종의 위협을

제수단이 소진이 된 후에 제기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며, 설

가하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하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델라

령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나

웨어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간주한 경우에는 그 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으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

로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

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아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Ⅰ. 논의 배경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
한데, C가 D의 이사(E)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 주식회사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상
법상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의 관계에 있지만 이
사가 주주의 뜻에 반하여 이사가 행동할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그가 스스로 맡은 바의 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구조를 만들 필요
성이 있고, 이에 상법은 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
고 만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해태하는 경우에 소수주
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상법 제403조)으로 정의됨1)
-

책임추궁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C가 책
임추궁을 게을리 하거나 C의 주주(F)가 C로 하
여금 법인주주로서 E의 책임추궁을 할 것을 요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하여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F가 D를 상대
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주주대표소
송의 원고적격의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본래 상법 제403조상의 대표소송은 문자 그대

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

대표소송은 회사(A)가 이사(B)의 A에 대한 책

사에 대한 책임을 당해 주주가 추궁하는 것을

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해태하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경우에 A의 소수주주가 A를 위하여 B의 책임
을 추궁하는 소송(상법 제403조)을 의미함
-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은 지배종속회사
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하고도 전
통적인

대표소송이며,

이를

단일대표소송

(single derivative suit) 또는 단순대표소송
(simple derivative suit)이라고 일컬어짐

◦ 지배회사(C)는 종속회사(D)의 법인주주로서 D를

◦ 2000년을 넘어서면서 상법과 경제법학자들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에서 지배회사2)의
주주는 “당해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아닌 회사, 즉 종속회사3)의 이사의 책
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다중대표소
송”(multiple derivative suit) 내지 “다층대표소
송”(multi-tier derivative suit)을 인정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됨4)

1) 주주대표소송은 발기인, 집행임원, 감사 및 청산인의 책임(상법 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542조 2항) 및 불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의 책임
(상법 제424의 2), 그리고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의 책임(상법 제467의 2)을 추궁하는 데에도 준용된다.
2) 이하에서 “지배회사”의 개념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모회사를 비롯하여 모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와 동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
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이하에서 “종속회사”의 개념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회사 및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조의3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4)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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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종속회사(C)의 이사들(D)이 행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C의 지배회사(E)가 C의
법인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근거하여 책임
추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가 그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한다면 E의 부정행위를 제대
로 억제하기란 난망(難望)하므로, 현행 상법
에서는 C와 E가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하는
이상 E의 소수주주(F)가 D에 대하여 대표소
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임

-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주
식소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배회사 주
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
해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중대표소송 내지
중복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은 다중대표소송의 가장 단순한
유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적격에

관한 논의가 채 성숙되기도 전에 서울고등법원
은 2003년 8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판결
을 내렸으나5)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한 바 있
음6)
◦ 2003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와

의 연례협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
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고,7) 그 이후에 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지만,8)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에는

◦ 2013년 2월 하순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

령 선거 당시 소수주주 보호차원에서 다중대표
소송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정
부를 비롯하여 국회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입법
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법개정
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2013년 3월과 4월

및 9월 다중대표소송의 도

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
안9)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3년 6월에는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의 도

입하는 상법개정안의 시안10)을 공개한 바 있
었지만, 학계와 재계의 반대로 최종적인 입법
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음
◦ 최종적인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 후에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여러 차례
제출되었음11)

□ 이처럼 다중대표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
요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동시에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서 다중대표
소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
히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

장도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정
당화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까
지 정립된 견해가 없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음
5)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나13746 판결.
6)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7) ｢동아일보｣(2003년 11월 24일자), B3면.
8) 2009년 이후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발의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상민 의원안과 홍재형 의원안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정구 전문위
원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 모음집(Ⅱ) 2009.2.~2010.12.｣(법제사법위원회, 2011), 699면 이하 참조.
9) 예컨대, 2013년 3월 25일과 4월 5일 국회에 발의된 이명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46)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상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97)이 있다.
10)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 등 지배구조에 관련된 상법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2013년 6월 14일 법무부 주도로 개최된 바 있다.
11) 2013년 9월 13일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22)을 비롯하여 2014년 2월 6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9291)과 2015년 5월 12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20)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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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
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12)이고, 또한 미국에
서 과반수의 상장회사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준
거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다중대표소송의 동향을
먼저 살펴 본 후에 이러한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유의할 사항을 논하고자 함
- 미국의 회사법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상장회

사 과반수가 그 준거법으로 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최근의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함

12) 미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의 연혁적 기원은 1879년 Ryan v. Leavenworth, Atchison & Northwestern Railroad Co. 21 Kan. 365, Reports of Cases
Argued and Determined in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Kansas 270(1879)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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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법상 다중대표소송의 일반론
1. 정의
□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 이외
의 자회사 내지 손회사 등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
하는 대표소송을 총괄하여 다중대표소송 내지 중
복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이라 함
□ 다중대표소송에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이중대표
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비롯하여 삼중대
표소송(triple derivative suit), 사중대표소송
(quadruple derivative suit) 등이 있음 13)

□ 미국에서는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로 하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adequate representation)이라는
하고 있음 17)

단독주주권으
있어서 “주주
것”(fair and
요건을 요구

◦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사

의 위법행위 당시에 이미 그 회사의 주주이어
야 하거나 행위시 주주였던 자(者)로 부터 법의
작용18)(operation of law)에 의하여 주식을 취
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식동시소유의 요건
(contemporaneous

share

ownership

requirement)으로 불리고 있음

◦ Gaillard v. Natomas Co. 사건에 따르면 “‘이중

◦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송

대표소송’이란 지주회사 내지 모회사의 주주가

의 제기시점으로 부터 소송의 계속 및 종료시

그 회사를 대신하여 자회사를 위해 소의 원인

점까지 해당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cause of action)을 강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하는데,19)

소송으로 정의된다. 지주회사 내지 모회사는 자

ownership requirement)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회사가 가지는 소의 원인에 대한 파생적 권리

-

만약에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식

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주는 자회사를

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라는 지위를 상실하여

위하여 대표소송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14)라

해당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고 판시한 바 있음
-

이밖에 미국에서는 삼중대표소송, 즉 이른바
손회사(second-tier subsidiary)를 위하여 제

못한다면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음20)
-

계속소유의 요건은 델라웨어주에서 제대로 정

기하는 대표소송도 발견되기도 하며, 그 예로
서는 Fischer v. CF&I Steel Corp. 사건15)이
있음
-

착된 요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21) 델라웨어
주 법원은 이 요건을 강제하는 이유로 ① 대
표소송의 계속 중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더 이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사중대표소송도 제기된
적도

이는 계속소유의 요건(continuing

있었음16)

을 수행할 재무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 내지 ② 그러한 주주는 소송을 적절하
게(adequately) 수행할 유인까지 상실한다는

13) Sternberg v. O'Neil, 550 A.2d 1105, 1107 n.1(1988).
14) 173 Cal. App. 3d 410, 419, n.7(1985)
15) 599 F. Supp. 340(S.D.N.Y. 1984).
16) Carlton Investments v. TLC Beatrice Int'l Holdings, Inc., Del. Ch., C.A. No. 13950, mem. op.(1996).
17) Cohen v. Beneficial Loan Corp., 337 U.S. 541, 549(1949).
18)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Black's Law Dictionary 1124(8th ed. 2004).
19) Alabama by-Products Corporation v. Cede & Co., 657 A.2d 254, 264(Del. 1995)
20) Lewis v. Anderson, 477 A.2d 1040, 1049(Del. 1984).
21) Arkansas Teacher Retirement System v.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375 A.3d 888, 897(De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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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22) 등을 들고 있음

- 2015년 1분기와 2분기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를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할 경우 무려

2. 특징

55% 감소하였음

□ 미국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다중대표소송을 인정
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가 공존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판례에서도 그 인정근거
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

-

특히 2015년 2분기의 경우에는 14건의 주주
대표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작년 2분기에
제기된 61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임

◦ 대개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에
◦ 전자(前者)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단지 법인격이

관련한 사안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해결되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위법행위를 시정하

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할 원인이 소멸해 가고

자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매우 우려함과 동시

있다는 데 소제기 빈도의 감소이유를 들고 있음

에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해가 최종적으로 모회
사 주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중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후자(後者)의 입
장에서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주식
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

하는 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구성이 제시되어 있는 실정임

□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건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23)

□ 경영판단의 원칙의 확고한 적용으로 인하여 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유인이 미약함
◦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대표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익의 충돌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
는 한 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를 상상하기 곤란함
- “경영판단의

원칙”이라 함은 “회사와 경영진의

권한내에서 행하여진 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중에서 가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할 경

장 많은 소가 제기된 2011년 이래 매년 주주대

우에는 경영진을 면책시키는”24) 미국회사법

표소송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

상의 rule을 말함25)

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2014년에는

주주대표소송이 총 180건이 제기

-

되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소제기 평균건
수인 233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임

주주가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대
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추정을 뒤집
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실상 주의의

22) Portnoy v. Kawecki Berylco Industries, Inc., 607 F.2d 765, 767(7th Cir. 1979).
23) Josh Bradford, D&O Claims Trends: Q2 2015, at 5(2015).
24) Black's Law Dictionary 200(6th ed. 1990).
25)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는 “경영판단원칙의 기본적인 정책기반은 회사법은 위험부담, 기술혁신 및 그 외의 창조적인 기업가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정
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판단(사후의 결과가 판단의 옳고 그름의 증명여하와는 상관없이)을 장려하고 동시에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서
술하고 있다. 1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Introductory Note to Part
IV at 13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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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요구하는 경향을 노정함

가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이미 오래전인 1968년에 Bishop교수는 “이사
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주주의 대표소송
중 자기거래 문제가 얽혀 있지 않는 경우에

◦ 부정행위가 자회사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수익이 낮으면 모회사에의 영향이 작
고, 소송할 유인이 크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사건을

◦ Romano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찾는 것은 매우 큰 건초더미에서 아주 작은

부터 1987년까지 535개 공개회사에서 주주가

수(數)의 바늘들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26)라

제기한 소송 중 다중대표소송은 1개에 지나지

고 평가한 바 있음

않았으며, 그나마 그 소송도 화해로 종결됨28)

◦ 미국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

사내의 모든 구제수단이 소진(消盡)이 된 후에
제기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며, 설령 정식으로 소
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나 특
별소송위원회(special litigation committee)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소하고자 하
는 유인이 크지 않음
-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사(independent director)
로서 특별소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소각하와 같은 대표소송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계속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은 불가능함

□ 오늘날 M&A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가 변경된 경
우 이외의 다중대표소송은 매우 드문 상황임 27)
◦ M&A가 개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의 이사

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
사 이사에 대하여 자회사를 감독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모
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의 개선에 노력할 것을

26) Joseph W. Bishop, Sitting Ducks and Decoy Ducks: New Trends in the Indemnifications of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77 Yale Law
Journal 1078, 1099(1968).
27) 미국의 경우 실제 다중대표소송의 제소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덩달아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및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한 미국문헌도 그다지 많지 않다. 판례를 평
석한 소수의 문헌이 존재할 뿐 다중대표소송만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에서의 다중대표소송의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 문헌으로는 Painter
교수와 Locascio의 문헌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각자 정리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주로 미국법의 특성상 판례에
서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내지 부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논거들을 추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Dovid W. Locascio, The Dilemma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83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729(1989); William H. Painter, Double Derivative Suits and Other Remedies With
Regard to Damaged Subsidiaries, 36 Indiana Law Journal 143(1961).
28) Roberta Romano, The Shareholder Suit: Litigation without Foundation?, 7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55(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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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 미국의 다른 많은 주들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대한 관
심을 보이고 있음

1.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법원의 위상
□ 1920년대 이래로 복수(複數)의 주에서 기업활동
을 실시하는 회사의 다수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설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정부도 회사설립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국무부장관실에 의한 양질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 델라웨어주는 수요자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

는 입법을 지향하다 보니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 델라웨어주에서는 회사법에 정통한 판사를 다수
배치한 사법제도의 운용을 통해 오늘날까지 그러
한 인기에 부응하고 있음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인기에 부응하는 가장 중

요한 제도로서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
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형평법 법원은 델라웨어주 헌법에 의하여

실무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

1792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오랜

어 미국의 다양한 주회사법에서 설립준거법으

역사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법 사안을

로서 부동의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원임

- 2014년

있음29)

말 현재 이른바 포춘 500(Fortune

500)대기업의 65.6%가 델라웨어주를 설립의

을 하는 법원”(the Mother Court of corporate

준거지로 삼고 있음
- 2014년에

◦ 델라웨어주 법원은 “회사법의 어머니로서 역할

기업공개로 상장된 회사의 89%가

law)으로 평가받고 있음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음
- 2015년

현재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

된 회사들의 과반수이상이 델라웨어주 회사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음
-

이렇게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회사설립의 준거
법으로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는 것은

동법

이 다른 주의 회사법에 비해서 잘 확립되고,
자유롭고 관대하기 때문임
-

2.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주요 판례
□ 델라웨어주의 경우 1988년에서야 대법원이 다중
대표소송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
으로 비교적 늦었다는 점이 특색이며,30) 실제 델
라웨어주 판례 중에서 다중대표소송에 관련된 것
은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음
□ Sternberg v. O'Neil 사건 31)

델라웨어주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서 회사관여자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러한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 사안의 주요내용
- G사(GenCorp Inc.)(오하이오주에서

미국의 50개의 주중에서 회사설립의 준거지

지만 델라웨어주에서 주외회사(州外會社)로서

법으로서의 최선두를 지키기 위하여 델라웨

영업하는

어주 회사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음

S(Richard Sternberg)는, G사 및 G사의 완전

것을

인정받은

29) Jeffrey W. Bullock,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2014 Annual Report 1(2015).
30) 藤田真樹, “多重代表訴訟制度を巡る問題-親会社少数株主の機能-,” ｢彦根論叢｣ 第402号(滋賀大学経済学会, 2014), 6頁.
31) 550 A. 2d 1105 (D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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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

-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32)인 R사

jurisdiction)을 행사하는 것을

(RKO General, Inc.)(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

충분한

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을 상대로 방송면허의

(minimum contact)이므로, 당 법원은 델라웨

갱신거절의 원인이 된 연방통신 위원회에 대

어주웨어주의 회사의 이사가 아닌 델라웨어

한 보고의 해태 등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의

주의 비거주자(非居住者)인 개인 피고에 대한

해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이중대

S의 소를 대인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

표소송을 제기함

한 형평법 법원의 결정을 유지함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R사의 이사 이외

-

델라웨어주와의

인정하는 데

최소한의

접촉점

다만, 당 법원은 델라웨어주의 회사인 R사의

의 개인 피고 및 G사에 대한 대인관할권

이사인 비거주자인 개인 피고에 대해서는 반

(personal jurisdiction)의 근거가 소장에서 주

대의 결론에 도달함

장되지 않은 점과 G사가 필수당사자인 것을
이유로 하여 모든 피고에 대해 소를 각하함
- S가
-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소하였음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중대표소

□ Rales v. Blasband 사건 33)
◦ 사안의 주요내용
- 1990년

송이 인정되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으

(Easco Hand Tools, Inc.)의 주주였음

며, 원심판결의 일부(G사, R사 및 R사의 이
사이지만 델라웨어주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
에 대한 S의 소를 각하한 부분)를 파기함
◦ 주대법원의 판시사항
-

이중대표소송이라 함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에 대신해 제기되는
대표소송임

-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침해는, 모회사
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
사가 권리침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회사가
간접적으로 침해받은 것도 포함함

-

자회사를 피고로 하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모회사는 필수당사자인데, 그 이유는 소송의
대상인 회사가 부담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효과가 모회사에 미치기 때문임

- G사에

의한 R사 주식의 보유는 G사에 대하

여 델라웨어주 법원이 특정한 관할권(specific

이전까지는 B(Alfred Blasband)는 E사

-

E사는

1988년이

만기인

우등후순위채권

(Senior Subordinated Note)의 공모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의 일부(一部)로 정크본드(junk
bond)를 매입하였지만, 그 가격하락에 의해

서 거액의 손해를 입었음
- 1990년에

행해진 합병에 의해서 E사는 D사

(Danaher Corporation)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B는 E사와의 주식교환에 의하여 D사의 주식

을 취득하였음
- 1991년 B는, MR(Mitchell P. Rales)과 SR

(Steven M. Rales)(“R형제”)과 위의 공모시 E

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을 상대로 하여 위의
공모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에 반하여 정크본드를
구입한 것은 신인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D사를 대위하여 D사를 명목상 피고
(nominal defendant)로 하면서 주주대표소송

을 제기함

32) 어느 회사(A)가 의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A회사를 완전모회사(完全母會社), 다른 회사(B)를 완전자회사(完全子會社)라 한다.
33) 634 A.2d 927(De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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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형제는

-

-

합병 이전부터 E사의 이사였으며,

소하였는데, B가 제소청구의 무익성(demand

합병전의 E사의 보통주식의 약 52%를 그리

futility)을 주장하면서 E사를 본건 소송의 당

고 본 사건당시의 D사의 보통주식의 약 44%

사자로 추가하기 위해서 소장의 변경신청을

를 보유하고 있었음

하는 것을 허가하였음

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시점에서 D사의 이사회의

소장의 변경을 한 데 대하여 MR 등이

구성원은 총 8인(MR, SR, GS(George Sherman),

소 각하의 제기를 하자, 델라웨어지구 연방지

DE(Donald E. Ehrlich), MC(Mortimer Caplin),

방법원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대하여 통상

GK(George

Emmett

의 주주대표 소송도 아니고 이중대표소송도

Stephenson, Jr), WL(Walter Lohr))이었으며, R

아닌 이와 같은 신종의 소송의 경우에 있어

형제 및 MC는 위반행위시의 E사의 이사이기도

서 B가 델라웨어주의 실체법에 따라 델라웨

하였음

어주의 회사인 D사의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

본 사건당시 D사의 사장겸 CEO인 GS의 연

구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사실을 주장했는지

봉은 약 100만 달러였고, MR은 D사의 이사

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certification)의

회 의장이며, SR은 D회사의 집행위원회 의장

절차가 진행되었음

D.

Kellner),

ES(A.

이었음

-

본 판결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제소청구를

이사이자 간접적 지배권을 가

검토하여야 하는 이사회가 해당소송에서 다

지고 있는 W사(Wabash National Corp.)의

투어진 경영상의 결정을 행하지 않은 경우(예

사장으로 그 연봉은 약 30만 달러였음

컨대, 본건과 같이 이중대표소송에 있어서 모

- DE는 R형제가

- DE의
-

- B가

회사의 이사회에 대해서만 제소청구가 이루

다른 2명의 형제는 W사의 부사장이었음

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청구의 무익성의

델라웨어지구 연방지방법원은 델라웨어 주법

심사기준으로서 이른바 Rales Rule이 수립하

을 적용하여 B가 원고적격의 미충족을 이유

게 됨

로 소를 각하하자 B가 상소를 함
-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B는, 소장에서 주장
된 권리침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 주대법원의 판시사항
-

본건과 같은 이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의 주주

하는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지는 E사의 모회사

는 자회사에 속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손해배

인 D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왔으므로 본건

상을 요구하고 있음

소송에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B는 이중대표소송의 원고가 계속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계속소
유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34) B의 원
고 적격을 인정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취

본건 소송에 있어서 D사의 이사회는 B가 다
투는 거래를 승인한 바 없음

-

법원은 제소청구의 무익성에 관한 Aronson
기준35)을 제소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이사회
가 주주대표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경영상의

34) Blasband v. Rales, 971 F. 2d 1034(3d Cir. 1992).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에 의해서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합병이 이루어
진 후의 완전자회사의 전(前) 주주에게 해당 완전자회사에 속하는 청구권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국내의 분석으로
서는 남현숙/최준선,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 3d 277(Del. Supr. 2010) -,” ｢성균관법학｣ 제26
권 제4호(성균관대학교, 2014), 455-456면 참조.
35)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Aronson v. Lewis 사건(473 A. 2d 805(Del. 1984))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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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적용해서

판단하고 의견조회에 대하여 긍정의 회답을

는 안되며, 이러한 상황은 ① 경영상의 결정

보냄

이 있는 회사의 이사회에 의해서 되었지만,
해당 결정을 한 이사의 과반수가 교체된 경
우, ②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 이사
회의 경영상의 결정이 아닌 경우, ③ 다툼의
대상이 된 결정이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의

□ Lewis v. Ward 사건 36)
◦ 사안의 주요내용
- A사(Amax Gold, Inc.)의

사와 그 다수파 주주인 C사(Cyprus Amax

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음
-

Minerals Company)와 사이의 금융거래의 조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주주의 소장에 기

건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A사에 대위하

재한 구체적 사실의 주장이 해당소송을 제기

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하는 때에 이사회가 제소청구에 응답함에 있
어서 독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경영판단

-

-

해당 소송의 계속 중에 역삼각합병에 의하여

을 적절히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

A사를 K사(Kinross Gold Corporation)의 완

심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전자회사로 하는 합병이 행해져 L이 보유하
는 A사 주식은 K사 주식을 교부받을 권리로

만약에 대표소송의 원고가 그러한 의심을 일

전환되면서, L은 A사의 주식을 상실하고 K사

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소청구는

의 주주가 됨

무익한 것으로 해 면제됨
-

주주인 L(Lewis)은 A

이중대표소송의 원고는 자회사의 이사회에 대

-

아니어서 원고적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제소청구가 무익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하면서 소각하를 요구하였음

는 Aronson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됨
- R형제

및 MC가 그러한 제소청구에 대한 결

정에 경제적 이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 및
GS 및 DE가 R형제와 관련이 있는 법인과의

그들의 고용계약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행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존
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B의 변경 후의

피고(Ward) 등은 L이 더 이상 A사의 주주가

-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피고 등의 요구를
인정해 Lewis v. Anderson 사건의 일반원
칙37)에 대한 사기의 예외(fraud exception)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소장을 변경
하는 것을 L에 허가함

- L은

소장변경을 하였지만, 델라웨어주 형평법

소장에서의 주장이 D사의 이사회에 대하서는

법원은 L이 사기의 예외를 충족하기에는 충

제소청구가 면제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분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의

니라고 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받을려면 이사가 이해관계가 없어야(disinterested) 한다. 그러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거래로 부터 일반주
주로서가 아니라 이사로서 사적(私的)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연히 그 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
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doubt)을 야기할 사실을 구체적으로(with particularity) 주장한” 경우 제소청구요건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문제(원인)되는 거래
(underlying transaction)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 예컨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기거래의 경우 ― 에는
언제나 제소청구는 무익(無益)한 것으로 되어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Aronson 사건에서 밝힌 제소청구의 무익성에 관한 판단기
준을 Aronson기준(Aronson Test)이라 한다.
36) 852 A. 2d 896(Del.2004)
37)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소유의 요건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 당시에 이미 그 회사의 주주이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소송의 제기시점으로 부터 소송의 계속 및 종료시점까지 해당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Lewis v. Anderson 사건(477 A.2d 1040(Del.
1984))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라는 지위를 상실하여 해당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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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부정하고, 변경후의 소를 각하함
-

이에 L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소함

◦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에 의해서 완전모회사
의 주주가 된 합병 후의 완전자회사의 전(前)
주주가 해당 완전자회사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 주대법원의 판시사항
-

합병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로서의 원고의 지
위가 없어지는 경우, 통상 원고가 해당 회사
를 대위하여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자격도 없어짐

-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은 법의 작용에 의하여
존속회사에 이전하므로, 해당 회사의 이사회

-

-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할 수 없지만 이중대표소
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을 밝히면서 형평법 법
원의 판결을 유지함

□ Lambrecht v. O'Neal 사건 38)
◦ 사안의 주요내용
- M사(Merrill Lynch & Co., Inc.)의

만이 해당 소송을 수행할 권리 및 자격을 가

(Lambrecht) 및 L2(Loveman)(“L 등”)는 당초

지게 됨

M사의 이사 및 집행이사에 대하여 M사를 자

따라서 본건에서 당 법원은 Lewis v. Anderson

산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사건의 일반 원칙 및 그에 대한 2개의 예외를

의 인수에 참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모기지 관

재확인함

련 사업에 대한 리스크에 관한 경고를 무시함
으로써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을 주장하

변경된 소장은 A사의 이사회가 K사와의 합병

면서 각각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함

의 구조를 지시하거나 또는 A사의 이사회가
K사와의 합병을 승인했을 때에, 원고의 주주

-

그 후의 합병에 의하여 M사는 B(Bank of

대표소송 제기권에 대해 검토한 것을 주장하

America Corporation)사의 완전자회사가 되

지 않았는데, 이러한 주장이 결여된 이상 A

어 L 등이 보유하는 M사 주식은 B사 주식과

사 및 K사가 합병을 역삼각 합병으로서 구성

교환되었음

하는 것을 선택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합병이

-

공개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회사의 주주
에게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잃게 하기

-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사하기 위한 구제수단이 부족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형평법 법원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듯이, 원고는 합병 후의 이중대표소송을 제
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

이에 L1이 최초의 소송을 이중대표소송으로서
재소답(replead)하고, L2가 새롭게 이중대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형평법 법

본건에서 원고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권을 행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L 등이 원고적
격을 잃은 것을 이유로서 소를 각하함

위하여 계획된 사기였다고 추론할 합리적인

-

주주인 L1

그러자 피고 등이 소각하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델라웨
어주 대법원에게 델라웨어 주법에 근거하는
이중대표소송의 원고이며, 합병전의 대상 회
사의 주주였지만,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에
의해서 합병 후의 모회사의 현재의 주주가
된 사람이 대상 회사에 있어서의 다툼의 대
상이 된 위반행위가 있은 때에 ① 원고가 매

38) 3 A.3d 277(Del. 2010). 이 판례에 대한 자세한 평석으로는 남현숙/최준선, 앞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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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사(acquiring corporation)의 주식을 가지

-

-

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② 매수회사가 대

여 통상의 주주대표소송으로 제기되었지만,

상회사(acquired corporation)의 주식을 가지

해당 회사가 그 후 행해지는, 주식을 대가로

고 있던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

하는 합병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 매수되어

여 의견조회가 행해짐

완전자회사가 되고 합병 전 회사의 주주가

본판결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이중대표소송

매수회사의 주주로 되는 경우가 있음

의 성질을 밝히고,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

- B사가

에 의해서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 합병 후

전량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B사를 M사
의 소수주주로 취급하고 M사의 합병 전의

회사에 속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이중대표소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생적인 소를 제

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입

기하는 것을 B사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 또는

장을 분명히 밝힘

논리적인 근거가 없음
-

전자회사인 M사의 합병 전의 청구권을 행사
하는데 필요한 것을 M사에게 하도록 할 직

사에 속하는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모회사

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부여됨

의 주주에 의해서 제기되는 소송임39)
그러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통상 이사회를 통

-

취득한 것임

한이 부여되고 있지만 모회사의 이사회가 자
-

-

-

이중대표소송에 있어서 L 등의 자격은 B사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음

여 부편부당한 경영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모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B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M사만의 주식은 B사가 합병에 의해서

해서 행위하는 모회사에게 그것을 실현할 권
회사의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이사회 또는 수권된 집행이사를 통해 행위하
는 B사는 그 유일한 주주라는 사실은 그 완

성질상 이중대표소송은 전주식이 보유되고 있
든가 또는 과반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회

-

그 (합병 후의) 자회사인 M사의 주식을

의 완전자회사의 전(前) 주주가 해당 완전자

◦ 주대법원의 판시사항
-

그 두번째는 소송이 처음에는 회사를 대위하

-

본건에서의 이중대표소송은 M사의 100%의

사의 주주는 모회사를 대위하여, 즉 이중으로

주주로 M사의 합병전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파생(double derivatively)되는 소를 제기함으

있는 B사의 합병 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데

로써 해당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인정됨

있음

이중대표소송은 일반적으로 2개의 범주로 나

-

다툼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가 있은 때에 M사

눌 수 있음

의 주식을 보유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L

그 첫번째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등도 그 때에 B사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

있은 때에 기존의 완전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구하지 않음

모회사를 대위하여 처음부터 이중대표소송이

- L

등은 그들이 B사에 대신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되는 경우로서, 이 유형의 소송에는 합병

제기하려 할 때에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

이 개재(介在)되지 않음

으면 충분하므로, 당 법원은 의견조회의 대상

39) 완전모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자회사의 대주주(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경우)인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주(州)도 있다고 한다.
3 A.3d at 283, n.14(D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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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문제에 대하여 부정의 회답을 보냄

◦ 결국 델라웨어주 판례를 살펴 볼 때 다중대표

소송을 실체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는 주

3.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근거 및
취지

로 형평성에 의지하고 있음
-

대표소송제도는 제소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
이 없더라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파생소

□ 요약하자면,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중대표소송
을 인정하고 있음

송을 인정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지주회사
의 자유로운 이용이 위법행위의 시정장애가
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다중대표소송이 태생적으

법인격을 부인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함

로 법인격부인론(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과 충돌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종속회사가 사실
상 일체화하므로 법인격의 부인을 통해 하나의
기업(one entity)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
은 다중대표소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에 바탕을 둠
◦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 델라웨어주의 경우 완전모자회사 등과 같은 기

이전의 시점에서도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이

업그룹을 단일한 회사로 인식하는 경향에 근거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

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함

례가 있었음

-

지배․종속회사가 사실상 일체화하여 하나의

-

이에 관한 대표적 예로서는 1913년 Martin v.

기업(one entity)으로 취급한다면 다중대표소

D. B. Martin Co. 사건40)이 있으며, 동 사건

송은 실질적으로 보통의 대표소송과 다름없

에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배회사와 종속

다는 것임

회사의 법인격이 다르다고 하여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 주주

□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해가
최종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을 확립시
켜 감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범위내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
- Martin Co.

사건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다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

가 경제실태에서 하나의 기업체를 형성하는 것

로 실시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위해서

을 근거로 요구하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

자금을 조달하고, 이사나 임원이 양사에서 겸

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형식상으

임하고 있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사업 도

로는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대표소

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주주의

송제기권을 모회사 주주가 파생적으로 이용하

권리보호 및 종속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

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있음

정을 위해서는 종속회사를 지배회사의 대리

40) 10 Del Ch. 211, 88 A. 6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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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인으로 취급하거나 양사를 동일한 것으로 취
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제소권한을 인정하였음41)
- Martin Co.

사건은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요건

에 관한 법리를 담고 있지만, 실제 학계에서
는 법인격부인을 대표하는 판례로 인식되는

□ 델라웨어주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이 모회사의 주주
가 법인격을 무시하고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
궁하는 제도라는 점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완
전모자회사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경향이 있음42)
◦ 다중대표소송은 법논리적으로 살펴 볼 때 자회
◦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도 양사간의 법인격

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부인이 비교적 용이한 완전모자회사간에 한해

행사하는 것인 까닭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다

서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분명

중대표소송의 제기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히 하고 있음

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다
중대표소송을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인정하는

◦ 본래 법인격부인론은 엄격하면서도 다양한 요

것임

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인
정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동 이론에 바탕을

◦ 미국법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의 근거는 제대로

두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다중대표

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델라웨어 대법원은 다

소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가

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엄격성을 요구하여

반영되어 있음

지배회사 주주와 종속회사 이사 중 어느 한쪽
에 치우쳐서 보호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4.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동향의 시사점

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델라웨어주의 다중대표소송은 이론상으로는 존재
하지만, 광범위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
기 때문에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그나마 M&A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이중대표소

송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
대로 제소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
지고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로 보아 자회사의
이사가 충실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한 모회사의
이사회가 최선의 행동을 다 했다고 보는 경향
이 있음
- 이 떄문에 설령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고
41)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비롯한 자세한 설명은 김정호, 앞의 논문, 224-225면 참조.
42) S. Samuel Arsht, A History of Delaware Corporation Law, 1 Delaware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8(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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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련하여 유
의할 점

사에 귀속되며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주주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소송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음

1. 개관

-

특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승소로 인한 손해
의 회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모회사의 주

□ 다중대표소송에서 승리한 경우 승소의 이익은 자
회사로 귀속되는 까닭에 승소한 원고주주는 고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여야 하므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유
인이 크지 않아 실제 변호사에 의하여 모든 과정
이 주도되는 위험을 경계하여야 함
□ 지주회사제도가 위험의 전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대표소송에 의하여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회사
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결과 지주회사제도에
위협을 가하는 폐해가 있음

주가 얻을 수익은 매우 작음
-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자회사의 손해
회복이 모회사에 연결되고, 그러한 연결의 결
과 모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
가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
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인은 대개의 경우
미약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변호사는 대표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음43)
◦ 대표소송의 구조를 이용하여 회사로 부터 단지

변호사비용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른바 위협소송이 대표소송제도의 발전과 함께

2. 위협소송의 출현
□ 현실에서 대표소송은 주로 원고측 변호사의 인센
티브에 의하여 제기됨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바람직하지
않을 지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된 것임

◦ 회사법상의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하여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주주가 제기하

원고측 변호사가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보수

-

로마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주주가 제기한

고 수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그

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로 끝난다고 하며, 39

리고 원고측의 변호사에게 각각 독특한 금전적

개의 화해로 종결된 소송에서 평균 화해보상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음

금은 9백만 달러였으며, 그 중간갑은 2백만
달러였다고 함44)

◦ 주주대표소송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소송원

인(cause of action)이 회사의 것이라는 사실에

-

변호사는 대표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의 양

기초하여 대표소송에서 승리하는 경우 그 소송

당사자가 화해45)(settlement)하는 경우에는 변

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은 당연히 회

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송에 투입한

43) John C. Coffee, Jr. & Donald E. Schwartz, The Survival of the Derivative Suit: An Evaluation and a Proposal for Legislative Reform, 81
Columbia Law Review 261, 316(1981).
44) Romano, supra note 28, at 60-61.
45) 화해를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하여 화해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법원의 승인은 본안으로 다룰만한 가치가 없는(meritless)
소송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George W. Dent, Jr., The Power of Directors to Terminate Shareholder Litigation: The Death of the
Derivative Suit?, 75 Northwestern Law Review 96, 138(1980).

16

KERI Insight 16-24

비용을 회사로 부터 받아 낼 수 있음
- Romano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

해로 종결된 83개의 주주소송 중에서 보상이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보다 변호사에게 돌아간
경우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하며, 7개 소송에서
는 주주에 대한 보상은 전혀없이 변호사 비

◦ 규모, 내용 및 특성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여 업종을 다각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유형에 적합한 인사 및 노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인사 및 노무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과 지식집약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

용만을 보상해 주었다고 함46)
-

예컨대, 육체노동적인 성격을 지닌 건설사업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가정하기로 하는

소송의 양당사자의 비용을 회사가 모두 다 지

경우, 이들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하여야 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정립하기란 쉽지 않으

있음

므로 차라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건설사업

□ 위협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의 자
산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
로 주주의 부(shareholder wealth)를 감소시키
게 됨

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각각 자회사로 두
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지주회사의 산하에 있는 여러 자회사 중에서

어느 한 자회사가 경영에 실패하여 회복이 불
가능하게 된 경우에 당해 지주회사는 그 자회

3.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위협

사에 대한 출자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 지주회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지주회사에 최소한도의 조직만을 두고 산하에

뿐이므로 경영실패로 인한 위험이 다른 자회사
로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지주회사방식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사업분야를 자회사의 형식으로 거느리

어느 특정한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도한 손실

면서 각 자회사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유도함으

이 지주회사 및 여타 자회사로 이전되는 것

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을 막아 위험의 전염(risk contagion)을 최소

-

화할 수 있음

예컨대, 자회사에서는 특정분야에 정통한 경
영자가

기업의

경량화된

조직구조(lean

-

특히 지주회사체제의 방화벽과 같은 기능은

structure)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

위험성이 큰 벤처사업에 대한 출자의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두드러짐

◦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인사제도의

통일과 기업문화의 융화 등을 해결하는 데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법형식적인 측면에
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함

경우에는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를 산하회사로
둠으로써 합병과 같은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 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46) Romano, supra note 28, a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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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폭이 좁아지게 됨
◦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

가 특정한 영업부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단절시키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중
대표소송은 지주회사의 존재의의와는 상치되고
있음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

는 이상 그가 자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다중대표소송의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함47)

□ 지주회사 체제 유지에 장애가 됨
◦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

을 지시한 경우 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지
시에 따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
송의 리스크를 변호사에 의뢰하는 등 독자적으
로 검토하고, 만약 법적 책임이 추궁당할 우려
가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모회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따라서 이상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일일이 각종

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는 비용의 증가로 연
결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게 됨

47) Painter, supra note 27, at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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