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1

〈서평〉

Andrea Lohse, Unternehmerisches Ermessen 
(Mohr Siebeck, 2005, 542쪽)

金 和 鎭*

Ⅰ. 책 소개

필자의 취미  하나가 독일 법학계의 새로 나온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sschrift)

을 조사하고 필자의 연구 분야의 것이 출 되었으면 입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801년에 창립되어서 이미 200주년을 기념한 바 있는 독일 튀빙엔의 모어-지벡 

출 사가 펴내는 Jus Privatum 시리즈는 필자의 검색 목록 1 에 올라 있는 총서

이다.1) 평서는 이 Jus Privatum 제100권이다. 1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 분야에 있어서 선정이 엄격하기로 유

명한 이 총서가 1991년에 시작된 이후 개 교수자격 논문인 작들이 14년 만

에 100권에 이른 것은 어떤 기 에 의하더라도 보통 일로 볼 수는 없겠다. 필자

가 이 을 쓰는 재 135권이 비되고 있는데 이 총서의 자매편인 Jus 

Publicum도 마찬가지로 1991년에 시작되어 재 183권이 비되고 있다.

이 책은 재 독일 보쿰 학교 법학부 교수로 있는 자의 자유베를린 학교 

교수자격논문을 출간한 것이다. 필자는 자를 직  알지 못한다. 자는 1964년

생이고 키일 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학 를 받은 것으로 책에 소개되어 있다. 

랑크푸르트의 Hengeler Mueller에서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나온다. 

2004년에 재커(Franz Jürgen Säcker) 교수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하 다. 항상 

느끼지만 여기서도 독일의 교수자격 취득 여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드러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지벡 출판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들 중 하나인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를 펴낸다. 이 학술지는 2007년 현재 제207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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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책 내용 소개

1. 경 단의 법칙

이 책의 제목을 직역하면 ‘경 자  재량’이 되는데 실질 으로 이 책의 제목

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경 단의 법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의 례에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미에서 발달되어 온 원칙인 ‘경

단의 법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자주 언 되고 있다.2) 이 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논하는 맥락에서 직 으로 언 되기도 하고 결문의 일반 인 기술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일단 미국 례법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

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 단’이라는 것이 기업의 경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일정한 결정의 배후에 있는 의사결정의 한 요소를 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례법을 그 연원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개념은 기

업의 경 과 그 법률  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 인 성질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미국으로부터 차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념상으로는 일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개념이 우리 례에 등장하게 된 후 사정, 즉, 1997년의 외환 기 이

후 발생한 다수의 주주 표소송 과정은 ‘차용’을 강하게 뒷받침한다.3) 이 원칙이 

기업의 경 자들을 보호하는 부수 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법의 개정을 통한 이 원칙의 성문화를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런데 독일은 독일답게 2005년에 주식법(Aktiengesetz)을 개정하면서 경 단

의 법칙을 법령에 편입하 다. 우리의 경우 상법을 개정하여서 경 단의 법칙

을 회사편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명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별론으

로 하고, 법령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연구 작업이 선행되었는지에 

 2) 김화진, 이사회 제2판(2007), 241-265; 김건식,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민사 례연구 제26권(2004), 404; 이철송, “이사의 책임에 관한 몇 가지 이론”, 
BFL 제4호(2004), 83.

 3) 미국법의 내용은, Henry R. Horsey, “The Duty of Care Component of the Delaware 
Business Judgment Rule,” 19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971 (1994); Lyman 
Johnson, “Corporate Officer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60 Business Lawyer 
439 (2005); David Rosenberg, “Galactic Stupidity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32 Journal of Corporation Law 301 (2007); Andrew S. Gold, “A Decision Theory 
Approach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flections on Disney, Good Faith, and 
Judicial Uncertainty,” 66 Maryland Law Review 398 (200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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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이 발생하는데 필자는 독일이 어떻게 단 시일 내에 입법 작업을 완료

하 는지 궁 하 다. 그러나 필자의 그러한 의문은 경 단의 법칙이라는 제목

의 교수자격논문이 바로 2005년에 책으로 나온 것 한 가지만으로도 해소되었고, 

동시에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무수한 논문과 자료들을 통해 항상 느끼는 독일 

학계의 력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독일은 경 단의 법칙을 법령에 도입하기 에 이미 례를 통해 이 원칙을 받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문가들이 독일 연방 법원(Bundesgerichtshof: 

BGH)의 1997년 4월 21일자 이른바 ‘ARAG사건’ 결4)이 독일에서 경 단 원

칙을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5) 이 책이 서두에서 상세하고 탁월하

게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인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 원회의 작업 결과가 

2000년 1월에 발표된 바 있고 독일 정부는 동년 5월에 동 원회에게 추가 인 

작업을 의뢰하여 동 원회는 2001년 7월에 방 한 규모의 의견서를 당시 슈뢰

더 총리에게 제출하 다.6) 이 의견서는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한 각종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는 150개의 건의로 구성되었으며 독일 정부는 이 

의견서를 반 한 입법을 지속 으로 진행해 왔다.7) 경 단의 법칙의 도입도 

이 의견서에서 공식 으로 제안되었다. 

이 의견서는 경 단의 법칙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주식법 제93조

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제63차 독일법학자 회에서 제시된 하이델베르크

학교 울머(Ulmer) 교수의 경 단 원칙 도입 제안을 인용하고 있다.8) 경 단

의 법칙은 이 의견서의 내용을 입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주식법의 개정을 통

 4) 135 BGHZ 244.
 5) York Schnorbus, “Tracking Stock in Germany: Is German Corporate Law Flexible 

Enough to Adopt American Financial Innovations?,” 22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541, 612-614 (2001); Norbert Horn, “Die 
Haftung des Vorstandes der AG nach §93 AktG und die Pflichten des Aufsichtsrats,” 
1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1129 (1997) 참조. 

 6) Theodor Baums 편, Bericht der 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2001). 
 7) 이 건의에 의해 조직된 별도의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 17일 채택, 독일 정부는 그를 공표하
였다. Peter Ulmer, “Der Deutsche Corporate Governance Kodex － ein neues 
Regulierungsinstrument für börsennotierte Aktiengesellschaften,” 166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150 (2002) 참조.

 8) Baums, 위 보고서,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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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령에 도입되었는데 2005년 1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주식법 제93조 제1항 

제2문이 그 치이다.9) 그 제1문은 이사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은 

이사가 업무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 행동한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으면 제1문 상의 의무의 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10)

2. 평서의 구조와 내용

이 책은 일견 미국법을 그 로 수용한 듯이 보이는 독일법의 해석에 필요한 

이론  기 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은 미국의 례법이 발 시켜 온 

경 단의 법칙을 상세히 연구하면서 그 한계를 포착하고 독일법이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게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자는 경 단의 법칙에 한 독일 연방 법원의 례가 주식회사 경

진(여기서는 Vorstand와 Aufsichtsrat의 구성원을 통칭한다)의 책임에 해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요한 진을 성취하기는 하 지만 경 자의 법률  책

임 범 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주식회사 최고 경 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 다고 비 한다. 즉, 법원이 경 진에게 범 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

여 회사에 한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

자의 책임에 한 법리가 가지는 두 가지 기능, 즉, 법한 행 로부터 회사가 

입는 손해를 보 하게 하는 조정기능(Ausgleichsfunktion)과 경 자들이 법한 

행 를 피하게 하는 인도기능(Steuerungsfunktion)  후자를 해하는 결과를 

래하 다고 한다. 자는 독일 법원 례의 태도가 2005년 주식법의 개정을 

통해 공고해졌으며 부분 으로는 경 자들의 책임을 더 완화했다고 본다. 자는 

2005년의 법 개정이 은행법 등 다른 분야의 법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

 9) 이 개정은 ‘기업의정직성과취소소송의현대화에관한법률’(UMAG)을 통해 이루어진 것
이다. 이 법과 경영판단의 법칙에 대하여 Walter G. Paefgen, “Dogmatische Grundlagen, 
Anwendungsbereich und Formulierung einer Business Judgment Rule im künftigen 
UMAG,” 49 Die Aktiengesellschaft 245 (2004); Markus Roth, “Das unternehmerische 
Ermessen des Vorstands,” Betriebs-Berater 1066 (2004) 참조.

10) 제1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e Vorstandsmitglieder haben bei ihrer Geschäftsführung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zuwenden.” 제2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ine Pflichtverletzung liegt nicht vor, wenn das Vorstandsmitglied 
bei einer unternehmerischen Entscheidung vernünftigerweise annehmen durfte, auf der 
Grundlage angemessener Information zum Wohle der Gesellschaft zu hand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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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해 진행되어 온 소수주주권의 강화 등

을 포함 그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지 한다. 자는 이 책을 통

해 경 단의 법칙의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례가 지 까지 발 해 온 방향으

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려고 한다(이것이 독일 법학 교수자격

논문의 형 인 스 일이다). 

여기서 자는 2005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의 해석을 한 이론  기 를 

세우기 해 독일 행정법상의 재량행 의 사법  통제 련 원칙을 회사법 상의 

원칙으로 변환시키는 데 착안한다. 자는 행정법학의 ‘네거티  통제’(negative 

Kontrolle) 개념이11) 행정  결정의 자유로운 공간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범

를 확정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해 발 되었다고 강조한다. 행정법학은 회

사법학이 당면하는 종류의 것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회사법학과는 달리 네

거티  통제라는 개념을 통해 그 해법을 발견하 다는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행정법학의 개념을 회사법의 역에 수입하려는 자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최

종 으로 자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했다는 제 하에 그 게 행정법의 원칙을 

발 시킨 이론이( 자는 이를 ‘die gesellschaftsrechtliche Entscheidungsfehlerlehre’

라고 명명한다) 미국 례법이 발 시킨 같은 원칙에 비해 몇 가지의 우수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는 재량행 의 흠결에 한 독일 행정법의 제반 개념들은 미국 회사법이 

경 단의 법칙을 구체화하면서 발 시켜 온 개념들에 비해 상 으로 더 명확

하며 상호간의 구별이 용이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경 단의 법칙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사후 으로 단하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자가 보기에 미국법 원칙의 요건들은 불명확한 개념들인 “informed judgment”, 

“reasonable belief”, “entire fairness”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법 인 

평가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법 상의 그러한 개념들

에 정확히 응하는 독일법 상의(이는 우리 경우에도 같다)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가 창안한 이론에 의하면 경 자의 법률  

의무 반은 미국법이 공정성 단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책임의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 자들이 미국법에 의한 것보

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경 단의 법칙이 경

11) Hans J. Wolff, Otto Bachof & Rolf Stober, Verwaltungsrecht I 438-470 (11. Auf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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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와 그를 반 한 일부 

례의 경향과 궤를 같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Ⅲ. 맺는 말

독일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이 미의 제도와 원칙들을 격히, 그리고 범

하게 수입하고 있음은 필자가 이미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보인 바 있다. 그러

나, 경 단의 법칙에 한하여 보자면, 미국의 경험은 ( 자에게는 불만스럽겠지

만) “경 단의 법칙은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 내용이 확정된 경 단의 법칙은 그 생명력의 요한 요소인 경제  효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12) 이는 특히 법원의 강력한 권한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법

에서 하게 나타나는 일반 인 법률  개념의 속성을 반 한다. 이 게 역동

이고 신축 이며 보편 인 성격을 갖는 개념이 로벌 경제 시 의 주식회사와 

자본시장 제도의 유지와 발 에 기여하는 바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일이 아니다. 

이 법칙이 표 인 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성문법 에 수입되어 앞으로 독

자 으로 발달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독일의 행정법학이 정치하게 발 시킨 이론을 새로운 문제의식에 용하는 

독특한 방법론을 개한다. 그 결과 명료한 해석 원칙의 정립이 가능해지고 경

자의 법률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방법론과 결론에 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책은 우리 법학이 경 단의 법칙을 지속 인 로벌 비교연

구를 통해 잘 ‘ 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자료와 생각들을 풍부하게 제시

하고 있다. 우리 법 들에게 이 책의 존재를 기억할 것을 권한다.

1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방대한 논쟁이 있다. Lucian Bebchuk & 
Assaf Hamdani, “Vigorous Race or Leisurely Walk: Reconsidering the Competition 
over Corporate Charters,” 112 Yale Law Journal 553 (2002); Ian Ayres, “Making a 
Difference: The Contractual Contributions of Easterbrook and Fischel,” 59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391 (1992). 그 외, Sean Griffith, “Good Faith Business 
Judgment: A Theory of Rhetoric in Corporate Law Jurisprudence,” 55 Duke Law 
Journal 1, 53-54 (2005)에 인용된 문헌들을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