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株 主 代表 訴 訟 槪 要

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상법

과 증권거래법상의 제도로서, 이 제도의 존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영미국가와 93

년 상법개정 이후 대표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그간 거의 사문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이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98년에 내려지고 이에 더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실현됨으로써 이 보험이 갑자기 주목을 끌

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따로 살피고자 한다.

1. 株主代表訴訟의 意義·性格·機能

□ 意 義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

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訴이다(상403).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이러한 소제기는 본래 회사의 권리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

가 수행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료임원간의 책임추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고 손실은 주주전체

의 손실로 연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미국법상 제도를 받아들

여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4)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외에도

4) 미국법상 동종의 이해관계를 갖는 수인중 일부가 전체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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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감사·청산인 등을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다(상324, 415, 542②).

□ 性 格

원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

므로 회사의 대외적 권리에 소송을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대표소

송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의 채무자가 이사라는 특수한 관계로 회사의 권

리구제가 소홀해 질 염려가 있어 특별히 인정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을 제기

한 주주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

결의 효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

은 효과를 누린다. 대표소송은 주주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

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소제기권은 주주의 공익권의 일종

이다.

□ 機 能

법적인 의미에서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이

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상399)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이사가 대주주 겸

는 derivative suit와 representative class suit가 있음.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으

나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학자도 있음. 이에 의하면 derivative suit는 회사에 직접

적인 손실이 있고 주주가 이를 회복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려 할 때 제기되는 訴이

고, representative suit는 주주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피해주주가 다수

일 때 제기하는 訴로 구별하고 있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에게 직접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가 직접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소송에 비하면 그 빈도는

훨씬 낮음. 일본은 1950년 이래 40년동안 10여건에 불과하던 주주대표소송이 1993

년 단독주주권을 인정한 상법개정후 97년까지 5년간 2 19건이 제기됨. 1993년 대표

소송 활성화 방안으로 소송물가액 95만엔으로 간주, 인지대 8,200엔으로 인하, 주

주승소시 비용보상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함. 이태로/이철송, 전게서, p .69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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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는 손해배상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막

고 신중한 업무집행을 촉구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예방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 訴의 當事者·訴提起要件·訴訟節次

□ 訴 의 當事者

98년 개정 상법상 원고는 소제기시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다(상403 ).5) 개정 전의 100분의 5에 비하여 持

株比率이 현저히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 지주비율도 소제기시에만 충족하

면 충분한 것으로 하였다(상403 ). 즉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지주비율을 소제

기시에는 물론 변론종결시까지 유지하여야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되었었

다. 그러나 개정법하에서는 제소후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1 미

만이 되어도 소송의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회

사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대표

소송권은 少數株主權으로서 여기서 주주는 1인의 주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2인 이상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면 된다. 대표

소송의 被告는 현재 또는 과거의 이사, 감사 또는 발기인과 청산인 등이지만

주로 이사가 피고가 된다.

5)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경우는 총발행주식의 0.0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

유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

권의 共同行事方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原告가 될 수 있다(증19 1조의3 , 시행

령84조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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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 提起要件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범위가 이사의 법령·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상399)

와 신주 발행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428)에 限定된다는 說도 있으나, 다수

설은 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제기에 있어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

할 것을 회사를 대표하는 감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상403①②), 감사가 이 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直接 訴를 제기할 수 있다(상403③).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기

다리지 않고 즉시 訴를 제기할 수 있다(상403④).

□ 訴 訟節次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상403⑤, 186).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상403②). 이는 판결이 확정되면 旣判力이 생겨 다시는 그 이사에게

회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회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惡意를 소명하여

청구할 때에는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

403⑤, 176③④). 여기서 주주의 악의란 피고인 이사를 해할 것을 알고 제소하

는 것을 말한다. 대표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詐害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

된 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40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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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判決의 效力·訴訟費用負擔

□ 判 決의 效力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

에 미치며(민소204③),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회복된 구제는 원칙적으로 회사

에 귀속된다. 이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가 동일한 주장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 이사도 원고인 주주에게 反訴를 제기할 수 없다.

□ 訴 訟費用負擔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외에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405①). 변

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연히 소송비용으로 취급하므로

(민소99 (21))「소송비용외의 실비액 범위」를 소송비용·변호사비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지출되었을 모든 유형의 합

리적으로 판단되는 비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주가 패소한 경우

에는 악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상405②). 이는 주주의 위험과 비용부담을 가볍게 하여 대표소송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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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訴訟 例示 6)>

·A사는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B기업에 대하여 동사가 은행으로부터 고

액의 대출을 받을 때 채무보증을 하여 줌. 그 후 B기업은 은행차입을

상환하지 못한 채 도산함으로써 A사에게는 막대한 보증채무가 발생

함.

이에 A사의 주주는 B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하는 과정에 A사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보증에 의해 회사가 입

은 손해를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

·자회사 B의 계속적인 누적적자로 모회사 C의 연결결산이 경상적자로

돌아서고 배당실시를 못함. 이에 C사의 주주는 자회사 B를 적정한 때

에 처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사의 임무해태를 들어 대

표소송을 제기.

·E회사는 해외에서 현지생산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공장설비를 갖춘 D

사를 매입하였으나, 분식결산으로 D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을

사후에 발견.

이에 E사의 주주들은 D사 매입전에 동사의 회계장부등을 충분히 조

사하였더라면 부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과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대표소송을 제기.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의 지나친 설비투자와 업무추진비 지출로 F사

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됨. 이러한 설비투자지출은 상품시장과 경

기동향 예측에 사전조사연구가 부족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이사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

6) 保險每日新聞社, 『株主代表訴訟と會社役員賠償責任保險(D&O 保險)の解說』, 1994.

10.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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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해온 G사는 경기후퇴후 부동산가격의 대

폭하락으로 대량의 불량채권이 발생하고 그 결과 경상수익이 크게 악

화됨.

이에 G사의 주주들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출한도액 설정에 이사들

의 경영판단상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

·H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소액주주들이 향유해야 할 이익이 오너가

족에 빼돌려졌음을 이유로 하여 H사의 소수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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