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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를 특징으

로 하는 경제구조와 맞물려 그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다수인들에게 

피해가 분산되는 등 기존의 민사소송상의 양당사자대립주의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불법행위로 인한 분쟁 해

결을 위해 이른바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도입 및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이래 최근에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

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가 미국의 class action인데, 미

국의 class action은 절차에서 배제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

하지 않는 이상 class에 포함되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외신고

(opt-out)형 class action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

은 물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의 class action을 개관한 후 이를 주요 국가들의 집단소송제도와 비교

법적으로 고찰하여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각 국가들에서 승인

ㆍ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집단

소송사건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

ㆍ집행 가능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제외신고 방식이 외국재판 

승인 요건으로서의 공서 요건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외국의 사

례와 우리 법제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class action, 집단소송,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송달

학  번 : 2009-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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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대량 생산과 소비, 대량 투자, 대규모 재해로 인해 소액다

수의 피해(massive injury)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Class Action1)은 이

러한 소액다수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에서 

기원하여 미국에서 정착된 제도이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의 세계화로 인하여 이에 수반되는 소액다수의 피해도 다수 국가의 

행위자들이 개입된 국제화의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

의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class action을 제기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사법적 

내지 국제민사소송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또는 가해기업 등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아닌 경우에 

당해 미국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이 중요한 논점이다.

미국의 class action 중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손해배상형 class

action은 집단구성원이 당해 소송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지 않는 한 판결 결과에 구속되는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전통적인 소송법 

체계와 충돌하여 그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승인국의 공서(public policy)

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기업인 다우코닝사의 유

1) 미국 class action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Allan Ides/Christopher N. May,

Civil procedure : cases and problem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New

York (2012), p. 84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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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형 보형물인 실리콘젤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여성들이 미

국 법원에서 진행된 class action에 원고로서 참여한 사례가 있고, 현대ㆍ

기아차의 연비과장으로 인한 class action 등 최근에는 미국시장에서 활동

하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class action이 제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증권발행시장이 세계화되고 외국증권의 

직접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미국 class action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처럼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문

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

인ㆍ집행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 이 문제에 관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견해, 집단소송 및 외국 판결 승인에 관한 우리 법제 및 판례를 비교법

적으로 검토하여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바, 이는 ① 우선 미국 법원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원고나 피고로 하여 class action이 제기될 경

우 이를 class action으로 허가(class certification)할 것인지 여부와(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 ② 미국 법원이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피고로 

하여 class action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고 당해 판결의 승인ㆍ집행이 한

국 법원에 요청된 경우 실제로 국내에서 승인ㆍ집행이 될 것인지 여부

(한국 법원의 승인ㆍ집행 단계)를 각 판단하는 데 시사점3)을 가질 것으

2)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적 문제의 전반적 고찰에 관하여는 석광현,

“동시상장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국제사법

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참조.

3) 석광현, “국제적 집단피해소송의 재판관할, 원고적격 및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한국국제사법학회ㆍILA한국본부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58면

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의 class action에서 선고된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 및 집

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① 미국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가 한국에

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미국 법원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원고나 피고로 하여 class action이 제기될 경우 미국 법원이 이를 class action으로 

허가(certification)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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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4)

제 2 절 논의의 범위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별로 당해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목도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

ㆍ집행에 관한 연구 -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Class

Action의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허가(class certification)에 대한 연구를 겸하여 -”로 

하고, 본문의 구성도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ㆍ승인 집행에 관한 부

분과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당사자로 한 class action의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

허가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① class action

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ㆍ집행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

업을 당사자로 한 class action에 대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허가가 논리적으로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점, ② 애초에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승인ㆍ집행 문제는 미국 법원이 집단허가 절차에서 허가요건의 하나로

서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ㆍ피고 양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해당 외국 국가의 전문가 의견이 제출됨으로써 논의가 활성화

된 점, ③ 이하에서 다루게 될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법원에서 직접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자국에서의 승인ㆍ집행 여부에 관

한 판결을 한 적은 없으나, 독일 또는 프랑스의 국민ㆍ기업을 당사자로 하여 미국 

법원에 제기된 class action의 집단허가 절차에서 제출된 독일 및 프랑스의 전문가

들의 찬ㆍ반 의견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구체

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중첩되며 어느 하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른 하나를 규명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는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과 미국 법원에

서의 집단허가 가능성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연구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다만, 미

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예컨대, 한국의 공서 위반 여

부를 판단할 때, 한국에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는 부문과 그렇

지 않은 부문을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체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등)은 이를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4) 한편 최근 환경법 및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식 class action 도입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관련 입

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예컨대, class action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화해의 형식을 ‘판결’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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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 소송법적인 전통, 법원의 위상과 기능, 사적 소

송을 통한 공적 목적의 달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

어 있다. 이를 크게 대륙법계의 단체소송과 영미법계의 class action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이면서 부분적으로 class

action을 도입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국식 class action과 다른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집단적 분쟁해

결제도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class action 제도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class action에 의한 판결의 승인ㆍ집행 문제

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class action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먼저 미국 class action 제도를 개관하되, 특히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b)(3)의 손

해배상형 집단소송에 특유한 요건인 통지(notice) 및 제외신고(opt-out)

기회 부여 제도와 이들 제도가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특수하게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②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및 우리나라의 집단소

송제도 현황 및 최근의 동향을 알아보며, ③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

결의 승인ㆍ집행에 관하여 주요 국가의 법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각국의 판례를 검토5)한 뒤, ④ 마지막으로는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의 경우 당해 국가의 법원에서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승인이 정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

는 class action 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 기업 측에서 ① class action의 자국

으로의 송달(독일) 또는 자국에서의 통지(프랑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② 미국 법원에서의 class action에 참여한 자국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프랑스)한 데 대하여 독일, 프랑스 법원이 실제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미국 class action에 대한 유럽(대륙법계) 국가들의 기본 인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

이 됨과 동시에 향후 미국 법원에서 class action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우리 기업

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각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한 관련 논점으로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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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국 class action 제도의 개관

제 1 절 미국 class action의 의의

Class Action6)이란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그 소송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고 제외신고(opt-out)한 사

람을 제외하고는 대표당사자가 수행한 소송의 효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집단구제 제도7)로서, 주로 영미법상의 판례를 통해 발달된 제도이다.

이러한 class action은, 법률적 또는 사실적 기초가 동일한 피해자 각자

의 개별적 소 제기로 초래될 수 있는 사법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사

법 효율성 측면에서 발달해왔으나, 보다 핵심적인 존재 의의는 단일의 

소로는 그 청구액이 너무 작아 현실적으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소액청

구에 대해서 이를 통합함으로써 사법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8)

6) 일반적으로 미국 class action을 소개하는 국내 문헌들은 이를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class action”과 

“집단소송”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7) Ides/May(註 1), p. 849.

8) Ides/May(註 1), p. 850.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1년 4월 27일 선고한 

Concepcion 판결에서 집단중재포기조항(class arbitration waiver)을 비양심적인 것

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 제9항소법원의 판결을 5 대 4로 파기하면서, 항소법

원의 판결은 연방중재법(The Federal Arbitration Act)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에 관해서는 연방중재법이 주법률보다 우선 적

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법인 비양심성의 법리(the 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를 적용하여 중재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131 S.Ct. 1740, 1753 (2011).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

로 인하여 거래약관에 집단소송을 금지하는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으

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제한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집단소

송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Jean R. Sternlight,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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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증권회사 측의 위법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반면 다수 개인투자자

의 피해는 개별소송의 비용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은 경우에 가장 적합

한 구제수단이 class action인바,9) 이는 교묘하게 분산된 탈법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 class action이 사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제 2 절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class action의 

요건

현대적인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라 한다)10) 제23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FRCP 제23조에 따른 집단소송의 요건을 개관하되,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이하 “집단소송 판결” 또는 

“class action 판결”이라 한다)의 국내 승인ㆍ집행이므로 집단에 외국

인11)이 포함된 이른바 국제적12) 집단소송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요건

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13)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Impedes Access to Justice”, 90 Or. L. Rev.

703, 726 (2012).

9) 송상현, “미국 Class Action의 재고”, 법학 21권1호(4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0), 105면.

10) FRCP는 모든 연방법원을 기속하며, 주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지만 미국 각 

주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위 연방 민사소송규칙을 주 법원의 재판절차에도 적

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내 대부분의 집단소송사건은 위 연방 민사소송규칙

의 규율을 받는다고 한다. 차문호,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운영”, 외국사법연수논집 

107집, 법원도서관 (2005), 381면.

11) 이 논문에서 미국 class action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미

국(법원) 입장에서 미국인이 아닌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였다.

12)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된 이른바 국제적 class action을 지칭하기 위하여 외국 문

헌들에서는 “international”, “transborder”, “worldwide”, “global”, “multinational”,

“multijurisdictionl”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Tanya J. Monestier,

“Transnational Class Action and the Illusory Search for Res Judicata”, 86 Tulane

L. Rev. (2011), p. 3 각주2 참조), 이 논문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국제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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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단허가(class certification) 절차

FRCP 23(c)(1)(a)는

어떠한 사람이 대표당사자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법원은 가

능한 한 빨리 그 소를 집단소송으로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명령

(order)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여 집단허가14)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소 

제기 후 바로 법원에 그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허가해 줄 것을 신청(class

motion)해야 하는데, 이 때 당해 집단이 FRCP 제23조에 따른 모든 요건

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15) 즉, 원고 측에서는 먼저 FRCP 23(a)에 

따른 네 가지 전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입증하여 집단소송이 당해 분쟁

의 해결에 적절한 수단임을 증명한 다음, 그 사건이 FRCP 23(b)의 세 가

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2단계의 증명을 하여야 한

다.

Ⅱ. FRCP 23(a)의 전제요건: 다수성, 공통성, 전형성, 대표의 적절성

1. 개관

FRCP 23(a)는 집단소송의 전제요건(Prerequisites to a Class Action)이

13) 그 중에서도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14) 국내문헌의 ‘certification’에 대한 번역은 ‘인증(認證)’(오대성/강태원/함영주, “집

단소송제(대표당사자소송ㆍ단체소송)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14면 및 송상현(註 9), 110면)과 ‘허가’(차문호

(註 10), 398면 및 한충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과 허가 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331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158면) 등으로 나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장(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서 ‘허

가(許可)’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과 미국법상의 용

어를 통일하여 ‘허가’로 번역하였다.

15) Fed. Judicial Ctr.,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Fourth) § 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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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16)

이 요건들은 각각 다수성(numerosity), 공통성(commonality), 전형성

(typicality),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17), 요건 간에 다소 중첩되는 점이 있으나18), 집단소송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9)

2.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 전제요건의 충족 여부

가. 다수성(numerosity)

일반적으로 다수성(numerosity) 요건은 공동소송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소송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우면 족하

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입장이다.20)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된 국제적 집

단소송은 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집단소송

16) FRCP 23(a)에 따른 네 가지 전제요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Ides/May(註 1), p. 878

이하 참조.

17) Ides/May(註 1), p. 876.

18) Ides/May(註 1), p. 876. 예컨대, 쟁점이 공통된다거나(23(a)(2)) 대표당사자의 공

격ㆍ방어방법이 집단의 전형적인 공격ㆍ방어방법(23(a)(3))이라는 주장은 모두 대

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적절하게 방어할 것(23(a)(4))이라는 요건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 Ides/May(註 1), p. 875.

20) Boggs v. Divested Atomic Corp., 141 F.R.D. 58, 61-62 (S.D.Ohio 1991).

어느 집단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들은 

(1) 그 집단이 너무 많아서 모든 구성원들의 결합이 비현실적일 것,

(2) 그 집단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공통된 쟁점이 있을 것,

(3) 대표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이 집단의 전형적인 공격방어방법일 것,

(4)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방어할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체를 위한 대표당사자로서 소를 제기

하거나 소를 제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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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수의 국가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집단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들의 청구를 병합하여 공동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다수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21)

나. 공통성(commonality)

다음으로 공통성(commonality) 요건은 집단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공통된 쟁점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건사실의 공통된 

토대(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가 존재하면 공통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22) 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원

고들은 피고 측의 사기적 행위나 허위공시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이어서 요건사실의 공통된 토대가 인정되므로 공통성 요건도 

충족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23)

다. 전형성(typicality)

대표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이 집단의 전형적인 공격ㆍ방어방법이어

야 한다는 전형성(typicality) 요건은 대표당사자의 청구가 집단의 청구와 

대체로 ‘동일한 본질적 특성(same essential characteristic)'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24) 이러한 전형성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만약 대표당사자의 

청구가 다른 구성원들의 청구가 발생한 것과 같은 사건이나 실무 또는 

행위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하였고, 같은 법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대

표당사자의 청구는 전형성 요건을 구비하게 된다는 입장이다.25)

21) Michael P. Murtagh, “the Rule 23(b)(3) Superiority Requirement and

Transnational Class Actions: Excluding Foreign Class Members in favor of

European Remedies”, 34 Hastings Int'l & Comp. L. Rev. (2011), p. 4.

22) Ides/May(註 1), p. 880.

23) Murtagh(註 21), p. 4.

24) Ides/May(註 1), p. 881.

25) De La Fuente v. Stokely-Van Camp, Inc., 713 F.2d 225, 232 (7th Ci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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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 

중에서 임명된다면,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대표당사자의 청구와 다른 구

성원들의 청구는 모두 피고가 행한 일련의 사기적 행위라는 동일한 사건

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전형성 요건도 구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마지막으로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요건은 ① 대표당사

자가 집단구성원들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청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② 대표당사자가 열정적으로 구성원들을 옹호할 만큼 결과에 대해 충분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③ 대표당사자의 변호사가 유능하고, 경

험과 자질이 있으며 당해 집단소송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26)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대표당사자가 위 세부요소들을 갖춘 경우

라면 외국인 부재구성원(absent class member)27)들을 적절하게 대표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28) 다만, 집단의 변호사(class counsel)들이 모두 미국인들인 경우

에는 집단 구성원 중 미국인이 아닌 구성원들의 이익이 미국인 변호사들

26) Ides/May(註 1), p. 881-882.

27) 부재구성원(absent member)이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아

니한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class action과 관련한 소장이나 판결에서 부재구성원

들은 대표당사자인 원고의 이름 옆에 “individually and on behalf of all persons

similarly situated”로 표시될 뿐 개별 당사자의 이름은 열거되지 않아 구성원들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장에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은 구성원(unnamed

member)”라고 표시되거나, “대표당사자로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구성원(member

not named as representatives)”이라고 표시된다고 한다. 차문호(註 10), 427면.

28) Murtagh(註 2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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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29) 이는 외국인 구성원들

에 대한 대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0) 실제로 

1994년 유방성형(breast implant)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과 관련한 국

제적 집단소송에서 30억 달러 상당의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집단의 절반

이 외국인 구성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화해기금의 3퍼

센트만이 할당되었으며,31) 이후 다시 체결된 화해에서도 외국인 원고들

은 미국인 원고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32)

따라서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집단의 변호사에 외국인을 포함시

키는 것이 대표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국제적 증권집단소송과 같이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집단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형성 요건과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구비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 대표당사자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33)

Ⅲ. FRCP 23(b)의 유지요건

1. 개관

FRCP 23(a)의 네 가지 전제요건이 구비되면 원고는 그 다음 단계로 

당해 집단소송이 FRCP 23(b)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지요건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앞서 본 

29) Debra Lyn Bassett, “U.S. Class Actions Go Global: Transnational Class

Actions and Personal Jurisdiction”, 72 Fordham L. Rev. (2003), p. 70.

30) Monestier(註 12), p. 70. 그러나 변호사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미국 이외의 국가의 구성원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률적

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고, 집단소송 절차에서 외국 국가의 구성원을 대표당사자

로 두고 그 외국인 대표당사자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구성원들의 이익이 충분히 

방어된 경우에는 대표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Bassett(註 29), p. 70.

32) Bassett(註 29), p. 70.

33) Murtagh(註 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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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23(a)의 전제요건과 23(b)의 유지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집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CP 23(b)는 집단소송의 유형(Types of Class Actions)이라는 제목 

하에 집단소송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이 중 b(1)은 침해방지 집단소송(anti-prejudice class action), b(2)는 금

지적 또는 확인적 집단소송(class action for injunctive or declaratory

relief), b(3)는 손해배상 집단소송(damage class action)을 규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34) 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실익은 구성원들에게 통지

를 해야 하는지, 제외신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있다. 이 논문에

집단소송은 23(b)의 요건이 충족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지될 수 있다.

(1) 그 집단의 개개 구성원에 의하여 또는 개개 구성원에 대하여 별

개로 소송이 수행됨으로써,

(A) 집단의 개개 구성원들에게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져 그 집단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모순된 행동기준을 제시하

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B) 판결이 사실상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의 이

익을 처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

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당하거나 방해받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근거들

에 기초하여 행동하였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집단

이 반대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최종적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또는 

상응한 확인판결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3) 집단구성원들에 공통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개인적 구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쟁점들을 압도한다는 사실과 집단

소송이 그 분쟁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판결을 위하여 다른 어떤 이

용가능한 수단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법원이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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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고 있는 국제적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유형은 b(3)

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이므로, 이하에서는 23(b)(3) 유형에 논의를 한정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손해배상형 집단소송(damage class action)의 요건

가. 압도성(predominance)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들에 공통된 법

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개인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쟁

점들을 압도해야(predominate) 한다.35) 압도성은 집단소송이 시간, 노력,

비용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만약 공통

된 쟁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원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개인적 쟁점들이 있다면 집단소송으로 수행되는 소송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소송으로 퇴보하게 된다.36)

국제적 집단소송이 특히 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만약 허위

공시 등 피고의 사기적 행위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reliance)를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 과정의 개별적 성격으로 인

해 압도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증권소송 영역에서는 판

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인과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37)

공통쟁점의 압도성 요건이 구비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38)

나. 우월성(superiority)과 그 판단요소

다음으로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단

34) Ides/May(註 1), p. 876-877.

35) FRCP 23(b)(3) 1문 전단.

36) Advisory Committee Note, 1966 Amendments, 39 F.R.D. 69, 103.

37) Basic v. Levinson, 485 U.S. 224, 247 (1988).

38) Murtagh(註 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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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그 분쟁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판결을 위하여 다른 어떤 이용가

능한 수단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법원이 발견한 경우39)여야 하는데,

FRCP 23(b)(3) 제2문은 우월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고려할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우월성 요건의 판단

국제적 집단소송에서는 우월성 판단에 관한 위 네 가지 요소 중 세 번

째 요소, 즉, 소송들을 미국 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만약 외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구성원들을 포함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우월성 요건을 흠결하는 결과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40)

즉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외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

면, 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외국인 원고가 승소 판결이나 자신에게 유

리하게 체결된 화해를 해당 외국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고, ② 반

대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원고가 해당 

외국 국가에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41)

39) FRCP 23(b)(3) 1문 후단.

40) Hannah Buxbaum, “Multinational Class Actions Under Federal Securities Law:

Managing Jurisdictional Conflict”, 46 Colum. J. Transnat'l L. (2007), p. 32.

41) Buxbaum(註 40), p. 31. 이 외에도 승소 판결을 받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화해를 

(A) 개별적 소송을 제기 또는 방어함에 있어 개별적인 집단구성원들

의 이익

(B) 이미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또는 그들에 대하여 제기된 

논쟁과 관련된 소송의 범위와 특성

(C) 소송들을 특정한 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D) 집단소송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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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어느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미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단허가에 대한 결정 단계에서 외국법원이 집단소

송 판결을 승인할지 여부를 우월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관행을 확

립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2절(국제적 class action에 관한 

미국 판례의 태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Ⅳ. 통지(notice) 및 제외신고(opt-out) 기회 부여 요건

1. 통지

가. 개관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대하여 집단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집단의 대표당사자는 잠재적 집단구성원 모두를 확인하여 그들에게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 통지(notice)해 주어야 한다.42) 앞서 본 바와 같

이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는 23(b)(1)이나 23(b)(2)의 집단소송과는 달

리 통지가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러한 통지는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 

결과에 부재구성원들이 구속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43)

나. 통지의 대상 및 방법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외국인 원고가 해당 외국 국가에서 동일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42) FRCP 23(c)(2)(B). 반면 FRCP 23(c)(2)(A)는 “FRCP 23(b)(1) 또는 23(b)(2)에 따라 

허가된 집단에 대하여, 법원은 적절한 통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3(b)(1)

및 23(b)(2)의 집단소송에 대한 통지는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임을 밝히

고 있다.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43) Fed. Judicial Ctr(註 15),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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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P 23(c)(2)(B) 전문은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연방 민사소송규칙 23(b)(3)에 따라 인정된 집단에 대하여, 법원은 집

단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별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

에 대한 실제 통지를 포함하여, 주어진 상황 하에서 실천 가능한 최

선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별이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개별통지(actual notice)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구성원

들 대부분의 이름과 주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통지가 

선호된다고 한다.44)

한편, 위 조문은 식별이 불가능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실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45) 이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①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

나,46) ② 판매 부수가 많은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하는 방법, ③ 집단구성

원들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장소에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 등이 개별통지에 대한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47)

다. 통지에 포함될 내용과 사용 언어

FRCP 23(c)(2)(B) 후문은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44)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45) Ilana Buschkin, “The Viability of Class Action Lawsuits in a Globalized

Economy - Permitting Foreign Claimants to be Members of Class Action

Lawsuits in the U.S. Federal Courts”, 90 Cornell L. Rev. (2005), p. 1570에서는 

이러한 보충적 통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별통지(actual notice)와 대비되는 개념

으로 의제통지(constructive noti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6) 인터넷 포스팅에 의한 통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인터넷에 정보를 의존

하는 인구 비율의 증가, 후속 정보 업데이트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 다수

의 미국 법원은 인터넷을 통지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47)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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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는 위 (ⅴ), (ⅵ)의 제외신고(opt-out)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① 당사자들의 지위에 대한 간결한 

설명, ② 상대방 당사자, 대표당사자, 변호사에 대한 정보, ③ 소구되고 

있는 구제수단, ④ 구성원으로 남을 때와 제외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편익 등의 내용이 통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48)

한편, 통지는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49)

라.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통지에 관한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을 판결에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들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adequate

48)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49) Fed. Judicial Ctr(註 15), § 21.311.

통지는 평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음 사항들을 간결하

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ⅰ) 소송의 성질,

(ⅱ) 허가된 소송의 정의,

(ⅲ) 집단청구, 쟁점, 방어,

(ⅳ) 집단구성원들은 희망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출석할 수 있다는 점,

(ⅴ) 법원은 구성원이 집단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제외

시켜줄 것이라는 점,

(ⅵ) 제외 요청의 시기와 방법,

(ⅶ) FRCP 23(c)(3)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판결은 구속력 있는 

효과를 갖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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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가 이루어져야 한다.50) 그런데 집단에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한 국

제적 집단소송에 대해 집단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하여 까

다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집단허가 결정을 한 판사는 사안에 따른 

적절한 통지(adequate notice)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판사가 잠재

적 집단구성원들인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 문화, 미디어 등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주어진 상황 하에서 실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51) 설사 그러한 통지가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52) 만약 외국인 구성원들

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상 외국인 

구성원들은 판결에 구속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3) 또한 

통지가 외국어로 번역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구성원은 제외신고 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제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집단구성원으로 남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54) 이러한 경우도 적법절차 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통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

의 실무는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고 있어55) 일관된 기준이 수립되

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0) FRCP 23(c)(2)(B).

51) Gary W. Johnson, “Rule 23 and the Exclusion of Foreign Citizens as Class

Members in U.S. Class Actions”, 52 Va. J. Int'l L. (2012), p. 986.

52) Buschkin(註 45), p. 1582-1583.

53) Mullane v. Cent.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314-15 (1950).

54) Bassett(註 29), p. 74.

55) In re Daimler Chrysler AG Securities Litigation, 216 F.R.D. 291, 301 (D. Del

2003) 판결에서는 “잠재적 집단의 지리학적 및 인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그들에

게 헤이그 협약에 따른 통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인 투

자자들을 집단에서 제외시킨 데 반하여, 후술할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242 F.R.D. 76, 108 (S.D.N.Y. 2007) 판결에서는 이름과 주소

가 식별 가능한 외국인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통지 제공과 공고 방식에 의한 통지 

제공은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19 -

2. 제외신고 기회 부여

가. 개관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는 집단구성원이 적절한 통지를 수령한 경우

에 적극적으로 제외신고56)를 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에 구속된다.57)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적법절차 원칙상 집단소송의 판결에 구속되기 전에 집단

에서 제외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의 복잡한 집단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피고들에게는 판결의 종국성(finality)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데, FRCP 제23조의 제외신고 메커니즘은 양당사자의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양당사자 간에 절차적 공정성

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58)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 기회 부

여가 필수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59)

56) 부재구성원을 집단에서 배제하는 방법은, 구성원들 중 배제를 원하는 자들로 하

여금 개별적으로 법원에 배제를 희망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한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외신고(opt-out)의 

방법과 참가를 희망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참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참가신고를 한 자만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신고(opt-in)의 방법으로 구분

되는데, 참가신고의 방법은 구성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구성원의 무지, 소극적 성격, 통지의 불편함 등

으로 인해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인 참가신고 통지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러한 경향은 집단소송의 주된 보호대상인 다수에게 발생하는 소규모 피해 사례에

서 두드러질 것이어서 집단소송제도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FRCP 제정 당시 법원

은 집단소송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침묵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 구성원이 되기로 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공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신고 방법 대신 제외신고의 방법

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Committee Reports, Class Action-Recommendations

Regarding Absent Class Members and proposed Opt-in Requirements, 28 Rec

AB City NY at 897, 905 (1973), 차문호(註 10), 434면에서 재인용.

57) FRCP 23(c)(3).

58) Buschkin(註 45), p. 1574-1575.

59) FRCP 23(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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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적 집단소송과 제외신고의 문제

손해배상형 집단소송, 즉,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야기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Phillips Petroleum Co. v.

Shutts 사건에서 부재구성원이 ① 대표의 적절성, ② 통지, ③ 제외신고 

기회라는 절차적 보호를 제공받는 한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

하였다.60) 따라서 집단소송 판결이 있은 후에는 이러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받은 부재구성원은 기판력에 의해 같은 내용의 후소를 제기할 수 없

게 된다.61)

그러나 집단에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집단소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제외신고 방식 집단소송이 자국의 공서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외국인 부재구성원이 자

국에서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미국 법원에서는 물론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

어졌는바 자세한 내용은 제4장(주요 국가에서의 class action 판결의 승

인ㆍ집행 가능성)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Ⅴ. 화해

1. 개관

60) 472 U.S. 797, 811-12 (1985).

61) 반대로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구성원에게는 집단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FRCP 23(c)(3)(B)도 

FRCP 23(b)(3) 소정의 집단소송으로 허가된 소송의 판결은 그 결과가 집단에 유

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FRCP(c)(2) 소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통지나 제외신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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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는 패소할 경우의 경제적 부담과 원고들의 반

발 그리고 본안 승소의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는 이미 실추

된 평판의 추가적 악화에 대한 부담과 소모적인 소송에서 벗어나려는 욕

구 때문에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도 심리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분쟁이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62) 그런데 

집단소송에서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방이 매수하거나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을 배신하여 집단 구성원들 특히 부재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를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법원이 허가

(approval)하도록 하고 있다.63)

이러한 화해의 효력은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집단구성원 전원에 미치

기 때문에, 화해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은 법원이 정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한하여 제외신고64)를 할 수 있다. 또한 화해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

자들이 최종 화해심리절차 이전까지 화해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화해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집단구성

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65) 그 통지의 방법은 앞서 살펴

본 집단허가결정의 통지와 대체로 유사하다.66)

62) 향후 우리나라에서 승인ㆍ집행이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보다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경우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63) FRCP 23(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허가된 집단의 청구, 쟁점 또는 항변사항에 대한 화해나 소취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approval)를 받아야 한다.

64) FRCP 23(e)(4)는

법원은 FRCP23(b)(3)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허가되었던 소송에서, 집단소송 허가

사실을 통지받고도 제외신고기간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던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제외신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화해의 허가를 거절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여, 화해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제외신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

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65) FRCP 23(e)(1)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안된 화해나 소취하로 인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될 모든 구성원에 대

하여 (그 사실을)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66) Fed. Judicial Ctr(註 15), § 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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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집단소송과 화해의 문제

피고 입장에서는 화해의 효력이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부재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국제적 집단소송의 화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허가단계에서는 피고 측에서 집단소송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되

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처럼 집단허가 단계와 화해단계에서 보이는 

피고의 모순적 태도는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기준

으로 우월성 요건을 판단하는 미국 법원의 관행을 비판하는 논거 중 하

나가 되고 있다.67)

67) Monestier(註 12), p. 29 이하. 이러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는 제4장(주요 국가

에서의 class action 판결의 승인․집행 가능성)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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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집단소송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제 1 절 개관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

는 대표적 사례인 Vivendi 판결68)은, 승인 요건의 하나로서 제외신고

(opt-out)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이 승인을 요청받은 국가의 공서에 반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① 그 국가에 미국식 집단소송과 유

사한 소송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② 미국식 집단소송에 보다 수용적

인 입법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사항을 주로 고려

하였다.69)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준에 의존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들70)이 

존재하나, 해당 국가에서의 집단소송 판결 승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그 국가의 집합적 구제수단(collective redress)71)들을 조명해 보는 방식

은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당해 국가에서의 

68)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242 F.R.D. 76 (S.D.N.Y. 2007).

69) Matthew H. Jasilli, “A Rat Res? Questioning the Value of Res Judicata in

Rule 23(B)(3) Superiority Inquiries for Foreign Cubed Class Action Securities

Litigations”, 48 Colum. J. Transnat'l L. (2009), p. 128.

70) Jasilli(註 69), p. 128-129; Monestier(註 12), p. 58-59(class action을 도입한지 상

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서조차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

결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제도의 유사성만으로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

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음을 지적함).

71) 집합적 구제절차(collective redress)라는 개념은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용어로서 

집합적인 문제(collective problem)에 대하여 공적 절차, 사적 절차, 자기규제 절

차, 자발적 절차, 즉흥적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라고 한다. 함영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

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 민사소송 제16권 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48면. 이 논문에서는 미국식 class action과 독일식 단체소송 등을 모두 포괄하면

서 ‘집단소송’이라는 용어와 구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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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가능성을 큰 틀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에 관한 논의가 실무와 학계

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집합적 구제수단에 대한 전통적인 입법과 최근의 입법동향72) 등을 미국

식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집단소송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독일의 경우

Ⅰ. 독일의 단체소송 전통

1. 개념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란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단

체가 당사자가 되어 그 단체가 대표하는 다수의 소비자나 구성원을 위하

여 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 부작위 또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72) 개별 국가를 넘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입법동향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Courage 판결(Judgment of the Court of 20 September 2001, Case

C-453/99 - Courage and Crehan)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담합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경

쟁법규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는 최근 회원국에 참가신고(opt-in) 방식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도의 도입

을 권고하는 입법가이드(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1 June 2013 on

common principles for injunctive and compensatory collective redress

mechanism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violations of rights granted under

Union Law (2013/396/EU))를 공표하였다. 이의 소개는 김용진, “국제 카르텔 행

위에 대한 사적 집행제도의 발전 현황과 대응 방안”, 비교사법 제21권 제1호(통

권 제64호), 15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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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73) 이는 소비자의 이익과 같이 제한

적이고 개별적인 보호만 가능한 공공의 이익을 민사소송절차에서 보호하

기 위한 모델74)로서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수사건에 한하여 허용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단체소송

우선 부정경쟁방지법(Gesetz zur unlauteren Wettbewerb)은, 1909년에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게 소제기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초로 단

체소송을 규정하였는데,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단체가 금지청

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7일 공포된 새로운 부정

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는 고의로 부당경쟁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수많은 사람의 부담 하에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는 자는 그 이득금을 연방금고에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소제기권자에 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단체

소송에서 이득금반환청구(Gewinnabschöpfung)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으나,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경쟁금지를 위반한 자는 경쟁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뿐 단체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75)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

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76)77)

73) 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

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4면.

74)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31면.

75)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논의 중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은 손해배

상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손해를 묶어서 단체소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 class

action을 도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미국식 class action을 도입하는 것이 

① 독일기본법 제103조의 법적 심문권의 보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② 독일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이나 재판비용법 등에도 반하며 ③ 손해액의 분배가 복잡하

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독일 소송법 체계에서 수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

졌다고 한다. 양병회, “독일의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인문사회학과 

제37집, (1993년),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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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청구법 및 기타 법률상의 단체소송

다음으로 2011년 11월 26일자로 시행된 금지청구법(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oßen)은,

2002년 1월 1일자 채권법 개정으로 보통거래약관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78)의 실체

법 규정들이 민법 제305조 이하에 흡수됨에 따라 보통거래약관규제법의 

나머지 절차법 규정들 중 일부를 편입시켜 제정되었는데, 무효인 보통거

래약관의 적용 및 추천(제1조), 각종 소비자보호법률에 반하는 행위(제2

조) 및 저작권법에 반하는 행위(제3조)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

를 인정하고 있다.79) 다만,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에 관

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액ㆍ다수의 손해는 단체

가 임의적 소송담당의 요건에 따라 구성원들로부터 수권을 받아 손해배

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제33조 제2항 및 상표법(Markengesetz) 제55조 제2항에서도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76)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32면 이하.

77) 다만, 1986년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법률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손해액을 소

비자단체에 서면으로 양도하고 이 단체가 그 양수받은 손해액을 묶어서 가해자에

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청구

가 허용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동윤, “미국의 대표자소송 - 그 적용실태와 

도입상의 문제점 -”, 법무자료 제149집: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부, (1991), 53면.

78) 1976년 제정된 보통거래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해 무효인 약관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사용자와 고객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이 없어도 단체소송이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 법에서는 무효인 약관의 사용을 금하는 금지청구권(Unterlassunganspruch)이

나 약관철회권을 개인이 아닌 일정한 단체에 부여하였다. 이시윤, “집단소송과 입

법론”, 석하 김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부동산법학의 제문제(1992), 1021면.

79)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3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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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투자자 표준소송법의 도입

1. 도입배경 및 개념

독일에서는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량불법행

위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소송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대량불

법행위의 피해자들이 독일에서의 단체소송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집단소

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빈번해

졌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약 13,000명의 투자자들이 Deutsche

Telekom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꺼번

에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

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법무부는 2004년 11월에 자본투자자 표준소송

법(Kapitalanleger Musterverfahrengesetz; KapMuG)안을 제출하여 이 법이 

2005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80)

이는 잘못된 회계정보, 사업설명서, 수시공시와 같이 자본시장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자본투자자 

표본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를 입은 투자

자들은 지방법원에 표본소송신청(Musterfeststellungsantrag)을 할 수 있

고, 최초 신청 이후 4개월 내에 동일한 사안이 10개 이상 신청되면 지방

80)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안을 상세하게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최병규,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안”,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5), 외국문헌으

로는 Moritz Bälz/Felix Blobel, “Collective Litigation German Style - The Act

on Model Proceedings in Capital Market Disputes”, Conflict of Laws in a

Globalized World (Eckart Gottschalk, Ralf Michaels, Giesela Rühl & Jan von

Hein eds., 2007), p. 126 이하 참조. 한편 이 법은 2010. 11. 1.까지 한시법으로 시

행되다가 기한을 2012. 10. 31.까지 연장하고 종료되었으나, 최근 기한을 8년 연장하

여 2020. 11. 1.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제28조 KapMuG). 정선주, “집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대량소송의 방지를 위한 대표소송제도의 신설”,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251면; 함영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

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1면 각주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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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별절차를 중지하고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 되어 그 

중 하나의 사건을 표본사건(model case)로 선정하여 표준판결을 내리며,

그 판단에 의거하여 다시 개별법원에서 절차를 속개하여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이다.

2. 미국식 집단소송 모델로의 전환인지 여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소송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81)가 있으나, 이와 같은 표본 소송 절차(a test case procedure)는

당사자 중 한쪽의 신청과 다른 9명 이상의 원고들의 참가신고(opt-in)82)

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신고(opt-out)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집단소송과는 달리,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사

실적ㆍ법적 기초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잠재적 원고들에 대

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83)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자본투자자 

표준소송(KapMuG)은 미국 모델로의 혁명적 전환이라기보다는, 확고부

동한 독일 민사절차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 법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4)

제 3 절 프랑스의 경우85)

Ⅰ. 현재의 집단소송 절차: 집합적 이익 소송 및 공동대표소송

81)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41-42면.

82) Diego Corapi, “Class Actions and Collective Actions”, Extraterritoriality and

Collective Redress (Duncan Fairgrieve & Eva Lein eds., 2012), p. 11.

83) Bälz/Blobel(註 80), p. 138.

84) Bälz/Blobel(註 80), p. 147.

85) 프랑스의 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소개는 Corapi(註 82), p. 11 및 Duncan

Fairgrieve/Geraint Howells, “Collective Redress Procedures: European Debates”,

Extraterritoriality and Collective Redress (Duncan Fairgrieve & Eva Lein eds.,

2012), p. 23-25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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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구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집합적 이익 소송(collective interest

actions)과 공동대표소송(joint representative actions)의 두 가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집합적 이익 소송은 이른바 ‘집합적 소비자 이익’(collective

consumer interest)이 침해되었을 때 특정 소비자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

‘집합적 소비자 이익’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모든 청구는 

공인된(accredited) 소비자단체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소비자단체 자체에 귀속되게 된다.

또 다른 절차인 공동대표소송은 소비자 관련 문제에 한하여 ‘공인된 

단체들’(accredited associations)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집합적 이익 

소송과 같다. 그러나 공동대표소송은 소비자들의 개별 이익에 관하여 제

기된다는 점에서 집합적 이익 소송과 차이가 있다. 즉, 공동대표소송은 

‘수인의 확인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고, 그 손해가 동일한 직

업적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대표소송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원고들로부터 개

별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 의해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프랑스법86)에서도 소송에 대한 참가 요청(solicitation)에 제한을 

두어, 그 요청 권한을 단체에게만 부여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공공매체 또는 소책자나 개별 서신을 통한 요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

한 제한은 프랑스 파훼원(Cour de cassation)에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

어, 파훼원은 특히 웹사이트를 통한 요청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87)

Ⅱ. 집단소송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에 대

한 합의 형성의 어려움

86) 프랑스 소비자법 L422-1조.

87) Cour de cassation, 2011. 5. 26, No 10-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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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최근 들어 집단소송의 개선에 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소비자단체 대표, 재계 대표 및 법률가들을 아우르

는 실무단(working group)이 시라크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 실무단은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 2005년 말에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잠재적으로 도입 가능한 소송 유형을 찾아 미국, 스웨덴, 포

르투갈, 퀘벡 및 영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프랑스 법제에 class action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구체적인 권고안이 채택되지는 못하였다.88)

또한 2006년 초에는 소비자들이 공인된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수

행하는 2단계 그룹 소송(two-stage group action) 절차를 제안하는 두 개

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소비자

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그룹 소송 절차를 제안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었

으나 역시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89)

한편, 2007년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관광ㆍ소비자부 장관에 class

action 지지자인 Luc Chatel을 임명하였는데, 그가 2007년 재무부 장관인 

Christine Lagarde에게 보낸 공식 업무 서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

무부 장관에게 ‘프랑스식’(à la française) 그룹소송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

실이 확인되었는바,90)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입법으로 시행되

지는 못하고 있으나 집단소송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1)

88) Fairgrieve/Howells(註 85), p. 24.

89) Fairgrieve/Howells(註 85), p. 24-25.

90) Fairgrieve/Howells(註 85), p. 25.

91) 다만, 이러한 최근의 입법 동향이 미국식 집단소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Vivendi 사건(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242 F.R.D. 76, 102, 109 (S.D.N.Y. 2007))에

서는 최근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프랑스의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한 반면, 불과 1년 후인 Alstom 사건(In re Alstom S.A.

Securities Litigation., 253 F.R.D. 266, 287 (S.D.N.Y. 2008))에서는 최근 정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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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네덜란드의 경우92)

Ⅰ. 민사소송규칙상의 단체소송(collective litigation)

네덜란드의 집단분쟁구제절차(collective redress)는 크게 두 개의 방법

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네덜란드 민사소송규칙(Dutch Civil Code 3:305

a-c)상의 단체소송(collective action)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분쟁화해

법(A Settlement of Mass Damages Act 2005, 이하 “WCAM"이라 한다)

상의 집합적 화해(collective settlement) 절차이다. 위 두 절차는 민사 및 

상사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보호법이나 증권거래법 같은 

특정 영역으로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93)

우선 단체소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규칙상의 제도로서 

유사한 이익을 갖는 일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의 class action과

는 달리 개인이 대표당사자로 선정될 수는 없다. 단체소송에서는 집단 

단에 대한 Vivendi 판결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프랑스의 

공서에 위반될 것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최근 입법 동향을 어느 한 

쪽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92) 우리 법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유럽 국가의 법제를 비

교법적으로 고찰할 때 네덜란드의 법제를 소개하는 것이 이례적일 수 있으나, 네

덜란드는 앞서 검토한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① 미국식 제외신고(opt-out) 방식

의 집단화해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고 ② 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집단화해

의 승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하급심 판결이 있어,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하의 네

덜란드의 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소개는 Ianika Tzankova/Hélène van Lith,

“Class Actions and Class Settlements Going Global: The Netherlands”,

Extraterritoriality and Collective Redress (Duncan Fairgrieve & Eva Lein eds.,

2012), p. 69 이하를 참조하였음.

93) Tzankova/van Lith(註 9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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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전체의 이익 보호가 소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민사소송

규칙은 특정 개인과 관련한 개별적 쟁점들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

는 금전배상 판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사

건에서 원고 집단은 피고가 원고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행

위를 했음을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고 있으

며, 그러한 선언적 판결이 내려지면 피해를 입은 각 개인은 그 판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체소송 절차에서 내려지는 선언적 판결은 원고인 단체에 대

해서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단체소송에서 원고 집단의 청구를 기각하

는 선언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소

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WCAM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Ⅱ. 집단분쟁화해법(WCAM)의 시행

1. 제외신고 모델의 도입

WCAM은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와 가해당사자 사이에

서 체결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 계약을 암스테르담 고등법원(the

Amsterdam Court of Appeal)이 허가하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선언하

면, 그 화해 계약에 의해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제외신고(opt-out)

를 하지 않는 한 그 화해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이 

화해를 허가하고 제외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마치 그들이 화해계약의 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

처럼 화해에 구속된다. 다만, WCAM은 미국 class action 절차에서의 법

원의 허가를 요하는 화해를 모델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lass

action에서 허용되는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은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식 class action이 갖는 부정적 함의를 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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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에서 네덜란드 경제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94)

2. WCAM의 절차적 요건

WCAM에 따른 절차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가해당사자가 그

들 사이에 체결된 화해 계약에 대한 허가를 암스테르담 법원에 공동으로 

신청함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화해의 수익자인 피해당사자들 중 알려진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화해 계약의 내용, 법원의 심리 기일, 법원의 구속

력 있는 선언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권리 및 법원 심리에 출석할 수 있

는 권리 등에 대한 통지가 관련 조약과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알려지지 않은 부재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신문 광고 등에 의

하여 같은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화해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선언된 후에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통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 단계에서의 통지는 당사들에게 화해 계약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요구된다. 다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통지는 실무적으로 공중에 대한 광고가 있으면 그 요건이 충

족된 것으로 본다.95) 한편,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미국식 class action과

는 달리 법원의 심사 및 승인 권한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3. 단체소송과 WCAM의 보완관계

이와 같이 민사소송규칙상의 단체소송과 WCAM에 따른 집합적 화해

로 이원화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집단분쟁구제절차의 체계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최근에는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소송에서 금전배상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인해 단체소송과 집합적 화해 절차 간에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적 구제가 금지된 

단체소송 절차를 통해 재정적 보상에 대한 부담을 감수함 없이 법적인 

94) Tzankova/van Lith(註 92), p. 71.

95) Tzankova/van Lith(註 92),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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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CAM에 

따른 화해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단체소송 절차에 따른 선언적 판결을 

구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

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원고 입장에서도, 단체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 쟁

점에 대한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피고를 화해 계약 체결의 협상 테이블

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WCAM에 따른 화해 절차에 앞서 

단체소송 절차에 따른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네

덜란드의 집단분쟁구제절차에서 양자는 독특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집단 입장에서는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의 훼손과 수많은 개별 소송에 직면함 없이 일거에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WCAM에 따른 집합적 화해 절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96)

제 5 절 우리나라의 경우

Ⅰ. 증권집단소송제도

1. 개관

종래 우리 법제는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정당사자제도

와 공동소송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을 뿐 집단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

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4호

로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증권

소송 영역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하 “증권집단소송”이라 한다)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

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의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

자 집단의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97)을 말하는

96) Tzankova/van Lith(註 92), p. 74.

9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이는 FRCP 23(b)의 세 가지 집단소송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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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정 당시 남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과는 달리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다가 2009년 4월 13일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주)이 진성티이

씨 측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진성티

이씨 사건”이라 한다)98)함으로써 2005년 시행 이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 처음으로 현실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하급심법원들은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

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국가에 미국식 집단

소송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입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미국의 집단소송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국민이 포

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미국 법원이 이를 

집단소송으로 허가할 것인지, 만약 집단소송으로 허가되어 판결 또는 화

해에 이를 경우 그 판결이나 화해가 우리 법원에서 승인될 수 있을 것인

지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논의를 형성하고자 한다.99)

2. 증권집단소송의 허가100)요건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유형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8) 이 사건은 2009년 4월 27일 소제기 공고되어 2010년 1월 12일 소송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월 26일 소송허가결정(수원지방법원 2009카기1048 결정)이 공지됨과 동시에

화해허가신청이 고지되어 같은 해 4월 30일에 법원으로부터 화해허가결정(수원지

방법원 2009가합8829 결정)을 받아 29억 원의 합의금을 기초로 화해 종결되었다.

99) 주로 제2장 제2절에서 검토한 바 있는 FRCP 제23조상의 집단허가(class certification)

와 그 요건, 통지(notice), 제외신고(opt-out) 메커니즘 및 화해(settlement)에 상응하는

우리 법상의 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100)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는 소송허가 제도가 도입되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미국 집단소송의 집단허가

(class certification)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허가 제도에 대해서

는, 집단소송에 필요한 요건은 소송요건으로 보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

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견

해가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2011), 873면. 한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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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 결정에 관한 제15조 제1항에서

라고 규정하여(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적용범위에 관한 제3조, 대표당사

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제11조, 증권집단소송 사건에 관한 제12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소송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차례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고 있다.101)102)

입법상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정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민사

소송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제5권 1호 (2004. 6.), 255면 이하 참조.

101) 공개매수신고서ㆍ공개설명서의 허위ㆍ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확정이 용이하여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시공시사항의 허

위ㆍ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제외되었다고 한다.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10면.

102) 한편, 앞서 언급한 진성티이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반기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 제1호(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허위ㆍ부실기재(제125조)

∙ 사업보고서, 반기ㆍ분기보고서의 허위ㆍ부실기재(제162조)

∙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행위(제175조, 제177조 및 제179조)

∙ 회계감사인의 분식회계ㆍ부실감사(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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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이 199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1934년 증권거

래법의 위임을 받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규칙(SEC Rule)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과 매매에 있

어서 허위사실의 기재나 사기 및 기만이 되는 행위, 즉 기업정보의 정확

한 공시를 무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표당사자103) 및 소송

대리인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는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방어할 것”이라

는 FRCP 23(a)(4)상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요건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진성티이씨 사건에 대한 소

송허가결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대표당사자에게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

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 구성원 중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임

이 소명”되어 법 제11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104)한바 있다.

103)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제2조 제4호).

104) 수원지방법원 2009카기1048 결정.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

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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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법은 직업적으로 소를 일삼는 개인의 출현이나 변호사 보

수를 목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의 출현 등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

여 제3항에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

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대표당사자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소송대리인

이 구성원들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동종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

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며 그로 인해 소액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입

법취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05)

다. 증권집단소송 사건에 관한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은 증권집단소송 사건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구성원수 및 주식보유요건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구성원의 수와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밑줄은 저자

가 추가함).

105) 차문호(註 10), 425면.

106) 진성티이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당시”란 

“청구원인이 된 허위공시 행위가 있었던 특정일자가 아니라 피고가 반기보고서

를 제출한 날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날까지 사이의 기간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 기간에 구성원 50인 이상이 존재하

고 그들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발행 증권 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임이 명

백하여 다수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106)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

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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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RCP 23(a)의 전제요건 중 다수성(numerosity) 요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 법은 그 수를 50인 이상으로 구

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이 구성원수를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40명의 주식소유자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이 허가된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계적으로 구성원수를 정하기보다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107)

한편, 제12조 제2항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여, 집단구성원의 수와 주식보유요건에 관한 요건은 다른 

요건들과 달리 소제기 요건일 뿐 소송계속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의 공통성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의 공통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는 FRCP 23(a)의 전제요건 중 공통성(commonality) 요건에 상응하

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요건사실의 공통된 토대(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가 존재하면 공통성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

는 미국에서의 해석론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7) 한충수(註 14), 161면. 한편,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53면은 구성원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 대비 역량을 갖추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제기를 어

렵게 하는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제기는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에 해당하며 큰 규모의 기업을 위한 소송장벽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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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티이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당해 사건은 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① 허위공시의 

존재 여부, ② 허위공시가 중요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 ③ 허위공시에 

피고의 고의․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인데 이는 모든 구성

원에게 공통된다고 하여 공통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108)하였다.

3) 적합성 및 효율성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증권집단소송의 적합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러한 적합성과 효율성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 “집단소송

이 그 분쟁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판결을 위하여 다른 어떤 이용가능한 

수단보다 우월”할 것을 요구하는 우월성(superiority) 요건을 유사한 개

념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진성티이씨 사건에서도, 피고는 “실제 손해를 입지 않은 

구성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총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피해

자의 경우에는 개별소송을 통한 해결이 이 사건 집단소송보다 효율적이

거나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고 하여(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

른바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판시109)하였는데, 이는 당해

분쟁해결에 있어서 다른 수단에 대한 집단소송의 ‘우월성’이 제3호의 요

108) 수원지방법원 2009카기1048 결정.

109) 수원지방법원 2009카기1048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

율적인 수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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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판단하는 구성요소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형식적 요건

그 밖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집단소송허가신청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고지 및 제외신고

가.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에 관하여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

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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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규정(밑줄은 저자가 추가함)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허가 결정

의 고지가 법원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집단소송 절차에서 FRCP 23(c)(2)(B)가 손해배상형 집단소

송에 관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통지(notice)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FRCP 23(c)(2)(B)에서 통지에 포함시킬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ⅰ) 소송의 성질, (ⅱ) 허가된 소송의 정의, (ⅲ)

집단청구, 쟁점, 방어, (ⅳ) 집단구성원들은 희망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출석할 수 있다는 점, (ⅴ) 법원은 구성원이 집단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

을 요청하면 제외시켜줄 것이라는 점, (ⅵ) 제외 요청의 시기와 방법,

(ⅶ) FRCP 23(c)(3)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판결은 구속력 있는 효

과를 갖는 점 등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고지 내용으로 

규정된 위 사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위 제18조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등을 고지해 주도록 하여 구성원

에 대한 제외신고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한 것은, 미국의 손해배상

형 집단소송이 통지와 제외신고 기회 부여를 필수 절차로 하고 있는 것

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지의 방법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은

110)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성원에 대한 고지는 우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을 발송함

으로써 한다. 다만, 법원은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위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110)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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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

여 식별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실제 통지를 포함하여, 주어진 상

황 하에서 실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FRCP

23(c)(2)(B)의 문언 및 판매 부수가 많은 신문 등에 광고하는 방법을 허

용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실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성원의 제외신고 권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8조 및 제37조는 제외신고에 관하여

라고 규정(밑줄은 저자가 추가함)하여 구성원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서면으로 집단소송의 기판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111), 즉 제외

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

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1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

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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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 대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FRCP 23(b)(3)의 손

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가장 큰 특징인 제외신고(opt-out) 메커니즘을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채택한 것인데, 제외신고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

송법의 규정들 역시 앞서 본 미국의 손해배상형 집단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소송상의 화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제3항은

라고 규정하여, 증권집단소송에 있어 소송상의 화해에 대해 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법원이 화해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이를 구성

원들에게 고지112)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있다.

우리 법에서 화해를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하여 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미국 집단소송상 

(旣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12) 진성티이씨 사건의 경우 2010. 1. 21. 증권집단소송허가결정을 하면서 화해허가 

및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2010. 2. 3.경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공고하고, 2010. 2. 4.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 A19면 하단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2010. 2. 13.경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다.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

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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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절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113)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법에서 법원

이 화해 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이를 구성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도,

미국 집단소송 절차에서 화해가 제안되면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명하도록 한 것114)에 상응하는 것이다.

한편, 진성티이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

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115)하였는데(밑줄은 저자가 추가

함), 법원이 화해허가결정의 고려요인으로 설시한 ‘공정성’, ‘상당성’, ‘적

정성’ 은 우리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화해허가결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입법상 일종이 공백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 법원이 FRCP

23(e)(2)116)에서 집단 화해의 심문절차와 관련한 고려요소로서 위 세 가

지 요건을 규정한 것에 착안하여 해석론으로 해결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17)

5. 소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도입 당시부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모델로 

하였고, 이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허가와 그 허가요건, 고지 및 

제외신고 기회 부여, 화해에 이르기까지 미국 제도를 광범위하게 수용한 

113) FRCP 23(e).

114) FRCP 23(e)(1).

115)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829 결정.

116)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법원은 심문절차(hearing)를 개최하여 제안된 화해나 소취하가 공정하고(fair) 상

당하며(reasonable) 적절한지(adequate)를 확인한 다음에만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미치게 될 화해나 소취하를 허가할 수 있다.

117) 한편 석광현(註 3), 55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화해를 단순히 조서에 기

재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의 경우 이를 판결의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외국에서 

승인대상이 되는 판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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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우리 소송법체계에 

맞게 변형되거나 조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 제도가 거의 원형을 

보존118)한 채 우리 법에 이식되어, 비록 증권소송분야에 한정되기는 하

나 결과적으로 우리 법체계에 이질적인 제도119)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자본투자자 표준소송법

(KapMuG)이 미국식 집단소송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확고부동한 독일 민사절차 원칙 위에서 법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

루어진 것, 또한 다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에 class action 도

입에 관한 논의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으나 제외신고 방식에 대한 우려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에 대

해 비판적인 견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와 구

조를 파괴120)하고 우리의 소송제도를 심각하게 혼란, 훼손121)시킬 가능성

이 있는 제도를 우리 소송법체계에 들여온 모순적 상황을 맞이한 것인

데,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 승인

이 문제되었을 때 집단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법원의 판단과 판결 

118)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증권관련집단소송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주식시

장을 냉각시킨다는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규제하기 위해 1995년에 사적

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1998년에 증

권소송통일기준법(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을 제정

하고, 2005년에는 집단소송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단소송공정화법

(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이 보여주었던 초기의 장점만 부각되어 그 후 기업환경 등의 

변화로 수정ㆍ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ㆍ시행하

게 되었다고 한다. 김광록,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증권관

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09),

293면.

119) 호문혁(註 100), 873면 및 오정후(註 100), 281면은 증권집단소송을 우리 소송제

도에 있는 ‘이물질’로 표현한다.

120) 오정후(註 100), 281면.

121) 호문혁(註 100), 8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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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 법원의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판결 승인의 공서 요건을 판단하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의 법원은, 제외신고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과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

에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을 단선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순

적 상황, 즉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가 우리 소송법체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집단소송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관한 논의는 최근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관련

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122)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담합,

재판매가격유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를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실제 입법에 관한 시도

가 이루어져 2013. 10. 25. 현재 네 건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123)이 국

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재 발의 중인 네 건의 개정법률안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 성격은 앞서 증권관련집

단소송법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미국식 집단

122) 2008년 12월에 우윤근의원 대표발의로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된바 있

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당시 법원과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123) 이만우 의원 대표발의(2012. 8. 27.),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2012. 9. 12.),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2013. 1. 10.),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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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125)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에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

제수단의 제공, 불법행위 예방 효과 등을 논거로 하고, 반대하는 측은 과

도한 기업 부담, 남소 가능성, 현행법체계와의 불일치 등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논의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증

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126)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 제명을 증권 및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

는 한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으로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

124) 그 적용범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의안번호 5162, 이종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 6.), 1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에서 하나의 위법행위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실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 적용범위
이만우의원안 담합
노회찬의원안

담합, 재판매가유지, 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정호준의원안
이종훈의원안 담합, 재판매가유지, 시지남용, 거래상지위남용

125) 집단소송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안, 2008. 12.)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009. 2.), 11면 이하.

126) 박민식의원 대표발의(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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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을 삭제하여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을 완

화(안 제9조 및 제11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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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 국가에서의 class action 판결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제 1 절 개관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유럽 

국가들에서 학술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는 않지만, 주로 집단에 외국인

이 다수 포함된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출된 원․피고 

양측의 전문가 의견(expert declaration)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다.127) 미국 법원에서는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외국법 전문가들의 의견

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가능성을 집단허가

의 우월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관행을 확립하였는데, 이러한 미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국민이 집단에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집단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 민사소송법제를 계수한 독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대

륙법계인 프랑스에서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 문제

들을 살펴보고, 집합적 구제와 관련한 법제에 우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과 같이 제외신고 메커니즘을 도입한 네덜란드에서의 집단소송 판결 승

인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국민이 집단에 포함된 국제적 집

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집단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우리 

법원에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요청이 있을 때 그 승인 가능성에 관한 시

127) 외국법원이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 또는 화해에 기판력을 부여할지에 대하

여 이처럼 미국 법정에서 해당 외국 법률가들 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루어지

는 것을 다수의 문헌에서 ‘전문가 전쟁(battle of experts)'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Buxbaum(註 40), p. 34; Murtagh(註 21), p. 21; Monestier(註 1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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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 2 절 국제적 class action에 관한 미국 판례의 태도

Ⅰ. 개관: 우월성 요건의 판단 요소로서 외국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

성의 고려

집단에 외국인 원고들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의 집단허가절차에서 

피고들은 미국의 집단소송에 외국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외국법원

이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기판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구성원들은 자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에, 피고들에게 판결의 종국성(finality)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중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러

한 결과는 원․피고 간에 근본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RCP 제23조는 미국 집단소송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도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로 하급심법원들의 판단에 맡겨져 왔

다.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그 동안 미국

의 하급심법원들은 외국인 구성원들의 자국 법원이 집단소송에 의한 미

국 판결에 기판력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즉, 법원은 외국인 구성원들을 포함한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에 앞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외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

인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미국 법원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급심 법원들의 이러한 분석은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집단허가결정

의 우월성(superiority) 요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분석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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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외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에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국가 국민들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집단소송

은 다른 수단에 비해 우월한(superior) 도구가 아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하급심법원들은 집단허가절차에서 이와 같이 집단

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주요 요소로서 고려하지

만, 그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하에서는 집단허가절차에서 외국법원의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설시한 다양한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Bersch 판결과 그에 따른 일련의 판결들

1. Bersch 판결128)

가. 사안의 개요

Bersch v. Drexel Firestone, Inc. 사건에서 스위스에 기반을 둔 캐나다 

회사인 Drexel Firestone의 주식을 매수한 자들은, 이 회사가 미국 밖(유

럽)에서 주식 공모(stock offering)와 관련한 연방증권법령들을 위반하였음

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한 집단은 대략 50,000

명 규모의 주식매수인들이었으며, 그 중 미국인은 386명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다.129)

나. 우월성의 판단기준: ‘Near Certainty' 테스트

Bersch 판결에서 제2순회법원의 Friendly 판사는, 수천 명의 집단구성

원이 있는 집단소송을 관리하는 것은 비록 그 집단구성원들이 대부분 미

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지방법원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 그 구

128) Bersch v. Drexel Firestone, Inc., 519 F.2d 974 (2d Cir.1975).

129) 519 F.2d 974, 97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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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

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30)

“미국 법원은 단순히 외국법원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possibility)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을 

자제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외국법원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 또

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near certainty)한 경우라면 달리 볼 

것이다”

위 기준에 따르면, 법원이 외국의 부재구성원들을 포함한 집단소송의 

허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 거부될 것이 

단순한 가능성(possibility)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거의 확실(near certainty)

한 단계에 이를 것이 요구되는데, Bersch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은 이러

한 near-certainty 테스트에 따라 외국의 주식매수인들을 모두 집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방법원에 명하였고,131) 그 결과 집단허가는 외국인투자

자들을 제외한 미국인투자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132)

130) 519 F.2d 974, 996.

131) 519 F.2d 974, 997.

13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서진술서(affidavit) 형태로 제출된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에 근거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위스 법원은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것이며, 그 판결이 피고 승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

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519 F.2d 974, 996-997). 전문가 의견들은 외국법원이 집

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주된 이유를 

부재구성원들이 절차로부터 제외되고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집단에 포함되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외신고(opt-out) 원칙에

서 찾았다. 참가신고(opt-in) 방식이 유럽법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외신고 방

식을 통해 부재구성원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위 국가들의 국제적 공서

(international public policy)에 위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제외신고 방식

이 유럽국가들의 공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 사건 이후 다른 사건들에서도 전문가 의견

이라는 수단을 통해 원ㆍ피고 간에 계속하여 첨예하게 다투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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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rsch 판결의 의의

Bersch 판결은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FRCP 23(b)(3)의 우월성 요건의 요소로 고려한 최초의 판결로

서, 이 판결 이후 다른 법원들도 집단소송의 허가와 관련하여 그 판결의 

잠재적 기판력을 허가요건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한편, 이 판결에서 제시한 이른바 near-certainty 테스트는, 승인 거부

가 “거의 확실(near certainty)”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

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수의 법원들이 기판력 관

련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

2. Bersch 판결의 기준을 따른 일련의 판결들

가. Bersch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른 판결들

1) CL-Alexanders Laing & Cruickshank v. Goldfeld 사건133)

CL-Alexanders Laing & Cruickshank v. Goldfeld 사건은, 런던의 투

자은행가인 CL-Alexanders Laing & Cruickshank 등이 미국 뉴저지주를 

주된 활동 장소로 하는 델라웨어주 회사 Container Industies, Inc. 주식 

200만주를 사모(private placement)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Container사 임원 Seymour B. Goldfeld 등이 Container사 자문을 맡은 

뉴욕의 로펌 등과 공모하여 Container사의 특정 제품의 예상 매출에 대

해 허위진술을 하여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ontainer사 

주식을 매수한 영국 시민과 기관들을 대표하여 Container사의 임원, 자

문 로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33) CL-Alexanders Laing & Cruickshank v. Goldfeld, 127 F.R.D. 454 (S.D.N.Y.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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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Mukasey 판사는, ① 영국 법원이 미국의 제외신고형 집

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will not)” 것이라는 선서진술서가 다투어

지지 않은 점, ② class의 규모가 25명의 구성원에 불과한 점, ③ 원고들

에 의한 소가 전형성을 갖추지 못해 FRCP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사기행위에 대한 집단허가 신

청을 기각하였다.134) Mukasey 판사는 비록 첫 번째 논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135) 집단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영국 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확실(certainty)한 정도에 이른 것

이라고 평가한 선서진술서의 취지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Bersch 사건의 near-certainty 테스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Ansari v. New York University 사건136)

Ansari v. New York University 사건은, 한 치과의사가 계약 위반과 

교육 서비스 이행에 관한 주법 위반을 이유로 뉴욕대와 그 치과대학 및 

다수의 뉴욕대 관계자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고 집단은 단지 35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 일부는 외국인들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FRCP 23(a)(1)에 따른 다수성(numerosity)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집단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137)

이 사건에서 Mukasey 판사는, “다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관련 외국 국가 중 적어도 6개국에서 제외신고형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몇몇 판결에서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집단허가 신청을 기각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임을 명백히 하였다.138)

비록 본 사안은 다수성 요건의 충족이 불투명함으로 인해 이미 집단허가

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나, 본 사안에서 Mukasey 판사는 집단소송 

134) 127 F.R.D. 454, 459-460.

135) 127 F.R.D. 454, 460.

136) Ansari v. New York University, 179 F.R.D. 112 (S.D.N.Y.1998).

137) 179 F.R.D. 112, 116.

138) 179 F.R.D. 1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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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외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이유가 집단허가 신청

이 기각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태

도는 Bersch 사건의 near-certainty 테스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DaimlerChrysler AG 사건139)

In re DaimlerChrysler AG Securities Litigation 사건에서 원고들은 독

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Daimler사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Chrysler사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

체를 증권사기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nsari 판결과 

CL-Alexanders을 인용하여, 집단에 외국인 구성원들을 포함시킴으로 인

해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단허가가 부적절할 것140)이라고 판시하

였다.

이 사건은 Bersch 판결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Ansari 판결과 

CL-Alexanders 판결을 인용하여 집단구성원을 미국투자자들로 한정하였

다는 점에서 Bersch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Bersch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판결들

1) Cromer Finance Limited v. Berger 사건141)

Cromer Finance Limited v. Berger 사건은, 역외투자펀드(offshore

investment fund)에 대한 투자자들이 펀드 운영자의 사기적 펀드 운영으

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펀드 운영자인 Michael Berger와 버

뮤다의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39) In re DaimlerChrysler AG Securities Litigation, 216 F.R.D. 291 (D.Del.2003).

140) 216 F.R.D. 291, 301.

141) Cromer Finance Limited v. Berger, 205 F.R.D. 113 (S.D.N.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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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Cote 판사는,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집단소송의 우

월성을 평가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보았지만, “외국법

원이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가능성(possibility)'에 불과한 경우와 

판결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near certainty)'한 경우”를 구분

하였다.142)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Cote 판사는 서로 의견

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의 선서진술서들을 검토한 후 외국법원들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기껏해야 ‘가능성

(possibility)'”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외국인 원고들을 그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class를 허가하였다.143)

이 판결은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승인 거부의 단순한 ‘가능성

(possibility)'만 있다고 보아 외국인들을 포함한 집단 전체를 허가함으로

써 Bersch 판결과 결론을 달리 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 거부될 것이 단순한 ‘가능성(possibility)'에 그치는 경우와 ‘거의 확

실(near certainty)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Bersch 판결의 near-certainty 테스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 Frietsch v. Refco, Inc. 사건144)

Frietsch v. Refco, Inc. 사건은, 독일의 투자자들이 시카고에 본부를 두

고 있는 선물투자신탁(commodity pool) 중개회사인 Refco의 증권사기를 

이유로 Refco 등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145)

142) 205 F.R.D. 113, 134-135.

143) 205 F.R.D. 113, 135.

144) Frietsch v. Refco, Inc., 92 C 6844, 1994 WL 10014 (N.D.Ill. Jan.13, 1994).

145) Id.,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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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독일법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에 본건은 FRCP 23(b)(3)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히 피고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

(res judicata effect)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most likely)라

는 독일법 전문가의 주장을 제출하였다.146) 반면 원고측 독일법 전문가

들은 “기판력 이슈에 대해서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실

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147) 법원은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선서진술서들을 검토한 후, 쟁점효(preclusion) 이슈는 “불확실한

(uncertainty) 상태로 남게 되었으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 청구를 다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여148) Bersch 판

결과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으나,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외국에서 

승인 거부될 것이 확실한지 여부를 집단허가의 우월성 요건의 판단요소

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역시 Bersch 판결의 near-certainty 테스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Vivendi 판결149)의 경우

1. 사안의 개요

Vivendi Universal S.A.(이하 “Vivendi”라 한다)는 공공용수 회사로 시

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디어와 통신 분야에서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프랑스회사이다. 이 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8월 14일 사이에 Vivendi와 그 전직 임원인 Jean-Marie Messier,

Guillaume Hannezo가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허위공시와 생략이 있

는 잘못된 공시를 하였고 그 잘못된 공시가 그들로 하여금 Vivendi의 

146) Id., at *11.

147) Id.

148) Id.

149)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242 F.R.D. 76 (S.D.N.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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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하게 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위반이라고 주장하

면서 2002년 7월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8년 후인 2010년 1월 29일 법원은 원고들이 주

장한 모든 허위기재와 생략에 대해 Vivendi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

였으나, Vivendi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150)

2. 사안의 진행경과

이 사건에서 Vivendi의 주주들 중 상당수는 프랑스인들을 비롯한 유

럽 국가의 투자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그 주식을 미국 밖에서 매수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Vivendi 사건의 법원은, Vivendi 총 주

식의 37%는 프랑스 주주들이, 25%는 미국 주주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개인이나 기관들이 각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151) 거의 모든 미국 주주들은 그 주식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수한 

반면, 미국 주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거의 대부분 그 주식을 파

리증권거래소에서 매수하였다고 판시하였다.152)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Vivendi는 외국 투자자들을 집단소송 절차

에서 배제시켜야 함을 법원에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는바,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을 

다투었으나,153) 이는 2003년 기각되었다.154) 그러자 Vivendi는, 이 사건

150)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02 Civ. 5571 (RJH/HBP)

(S.D.N.Y. 2010).

151)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242 F.R.D. 76, 81

(S.D.N.Y. 2007).

152) 242 F.R.D. 76, 81.

153) 법원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주주들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주주들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을 외

국에서 매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에 의해 제기된 청구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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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단소송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우월한(superior) 쟁송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외국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된 청구에 대

하여 관할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투자자들은 집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즉, Bersch 판결 이후 국제적 집단소

송의 허가절차에서 우월성 요건을 판단할 때 그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행이 확립됨에 따라, Vivendi는 당해 사건에서의 

미국 법원의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집단소

송의 우월성 요건을 다툰 것이다.

3. 우월성 판단기준의 변화: ‘More Likely Than Not' 테스트 또는 

’Probability' 테스트

1970년대 중반에 Bersch 판결에서 집단허가의 우월성 판단 요건으로 

확립된 near-certainty 테스트는 2000년대 후반의 Vivendi 사건에 이르러 

다소간의 변화를 겪게 된다. 즉, 2007년 Vivendi 사건의 Holwell 판사는,

Bersch 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들에 의해 “기판력 요건이 우월성 판단에 

적절하게 접목되었다”155)고 하여 우월성 요건의 판단에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고려하는 Bersch 판결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그 구체

적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외국법원이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기판

력을 승인할 개연성(probability)이 있음을 증명하면 충족된다고 판시156)

하여, Bersch 판결에서의 near-certainty 테스트와 다른 입장을 취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57)

“승인 거부 가능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원은 “near certainty”

기준을 특별히 유용한 분석도구로 보지 않는다. Bersch 사건에서 

사건 전체에 대해 미국 법원이 관할을 적법하게 보유하는지가 문제되었다.

154) In re Vivendi Universal, S.A. Securities Litigation, 381 F.Supp.2d 158

(S.D.N.Y. 2003).

155) 242 F.R.D. 76, 95.

156) 242 F.R.D. 76, 95.

157) 242 F.R.D. 7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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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ly 판사는, 승인 거부가 거의 확실하다는 다툼 없는 선서진술서

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그러나 오직 이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집

단소송의 우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아무 것

도 없다. 또한 승인 거부의 “단순한 가능성(mere possibility)”이 있을 

때에만 법원이 우월성 요건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대신, 승인 거부의 위험성을 연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기판력을 외국법원

이 승인할 것이라는 개연성(probability)을 원고들이 확증하면, 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우월성 요건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중략)… 외

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승인할 가능성

이 더 크다(more likely than not)는 것을 원고들이 보여주지 못한다

면, 이러한 요소는 우월성을 인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요

소들과 함께 고려되어, 결국 외국 원고들을 집단에서 배제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승인 거부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정도

(near certainty)”에 가까워질수록, 법원이 외국 원고들에 대한 집단허

가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질 것이다.”(밑줄은 저자가 추

가함)

이렇게 제시한 기준에 따라 Vivendi 사건의 법원은 원ㆍ피고 양측으

로부터 제출된 전문가 의견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판결은 프랑스, 영

국, 네덜란드에서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more likely than not)고 하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투자자들을 집단

에 포함시킨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독일, 오스트리아의 주주들은 집단에서 배제시켰는바,158) Vivendi 판결에

서 제시된 probability 테스트는 이후 Alstom 사건159) 등 여러 법원에서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Ⅳ. 소결

158) 242 F.R.D. 76, 109.

159) In re Alstom S.A. Securities Litigation., 253 F.R.D. 266, 282 (S.D.N.Y. 2008).



- 62 -

미국의 각 주 사이에는 미국 헌법상 Full Faith and Credit 조항에 의

해 판결의 승인․집행이 보장된다.160) 이로 인해 어느 주에서 판결을 받

은 원고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를 다

른 주에서 제기하지 못하게 되므로, 동일 소송의 반복으로 인해 사법자

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Full Faith and Credit 조항에 상

응하는 외국 판결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소송에 외국인 구성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집단

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원은,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 외국

법원이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분쟁 해결의 우월한(superior) 수단이라는 접근방식을 확립하

여, 승인 가능성이 커서 우월성이 인정될 때에만 외국인 국성원들을 포

함시키는 관행을 형성해왔다. 이 절에서 살펴본 Bersch 판결과 Vivendi

판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들161)로서, 여기

160) U.S. Const. art. Ⅳ, §1.

161) 다만, 미국 학계에서는 Vivendi 판결의 ‘개연성(probability)' 테스트를 적용한 

Alstom 판결이 집단소송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 가능성에 관하여 Vivendi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

서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개별 법관에 따라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외

국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그 성격상 일방 당사자에게 편향적일 수밖에 없으

며, 판결 승인에 관한 외국 법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승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우월성 요건의 판단에 미국 판

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미국 법원의 현행 접근방법에 대해 비

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현재의 접근방식

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 ① 참가신고(opt-in) 방식을 원

칙으로 하자는 견해(Monestier(註 12), p. 60 이하), ② 집단에서 외국인들을 모

두 배제시켜야 한다는 견해(Murtagh(註 21), p. 30 이하), ③ 집단에 외국인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Buschkin(註 45), p. 1594 이하), ④ 우월성 요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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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미국 법원에 우리 국민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미국 법원이 당해 집단소송 판결의 우리나라에서

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위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우리 국민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이 허가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 제한과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판결(이하 “Morrison 판결”이

라 한다)162)로 인해 국제적 집단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적 증권집

단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Morrison 판결은 사물관할에 

관한 기존의 이른바 ‘효과(effect)이론’과 ‘행위(conduct)이론’을 비판하며 

이른바 ‘transaction test’라는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미

국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매수하였거나 미국 내에서 증권을 매수한 자

만이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10조(b)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163)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회사의 증권을 외국증권시

장에서 매수한 경우에 문제되는 이른바 ‘foreign-cubed’ 집단소송사건은 

물론 미국인 투자자가 외국 회사의 증권을 외국증권시장에서 매수한 경

우에 문제되는 이른바 ‘foreign-squared’ 집단소송 사건 또한 미국 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164)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이러한 원칙에 따를 경우 Vivendi 사건이나 

Alstom 사건과 같은 foreign-cubed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 소 제기 요건 

방식을 역외적 사물관할에 관한 분석으로 대체하자는 견해(Jasilli(註 69), p. 132 이하)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법원으로 하여금 Bersch-Vivendi 판

결에서 확립된 기본입장을 변경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Bersch-Vivendi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162)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130 S.Ct. 2869 (2010).

163) 130 S.Ct. 2869, 2888.

164) Rhonda Wasserman, “Transnational Class Actions and Interjurisdictional

preclusion”, 86 Notre Dame L. Rev. (2010),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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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흠결하게 되므로, 미국 법원이 집단허가 절차를 열어 우월성 요

건의 판단요소로서 당해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집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① 모든 

국제적 집단소송이 foreign-cubed 사건이나 foreign-squared 사건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Morrison 판결은,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일단 사

물관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향후 입법에 

의해 Morrison 판결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점165) 등을 고려하면, 국

제적 집단소송에 있어서 Morrison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Morrison 판결에 의하여 소 제기 자체가 제한되지 않

는 국제적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당해 집단소송이 제기된 미국 법원에서 

집단허가를 하기 위하여 외국법원이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할 것인지 여

부를 우월성 판단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66)

제 3 절 class action 판결의 독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

능성

Ⅰ. 개관

독일과 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조약

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167) 독일에서 미국 판결의 승인․집행은 

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이하 “ZPO”라고 한다) 제328조에 

따라 규율된다. ZPO 제328조에 따르면 외국 판결이 독일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① 외국법원이 독일법에 의한 관할권이 있고 ② 피고의 방어권 

165) Morrison 판결 직후에 통과된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Dodd-Frank 법

률(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하여 증

권거래법에 ‘역외적 관할(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에 관한 제27조(b)가 신설

된 것과 같이 Morrison 판결의 효과에 대하여는 입법적 제한 가능성이 상존한다.

166) Murtagh(註 21), p. 44.

167) Wolfgang Wurmnes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U.S. Money

Judgements in Germany”, 23 Berkeley J. Int‘l L. (2012), 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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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적시에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

져야 하며 ③ 그 판결이 독일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독일에서 승인될 수 

있는 선행 외국판결과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절

차가 전에 독일에서 계속한 절차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

고 ④ 판결의 승인에 의하여 독일법의 기본원칙(공서)을 침해하는 결과

가 초래되지 않아야 하며 ⑤ 상호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요건인 

송달 요건의 경우 독일과 미국 간에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하 이 장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이 적

용된다.

이 절에서는, 집단소송 판결 승인의 전 단계의 논의로서 부수적인 쟁

점이기는 하나 미국 집단소송에서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기업들

의 대응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독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

결이 있었던 미국 집단소송 소장의 독일로의 송달에 관한 문제를 관련 

논점으로서 우선 살펴본 후, ZPO 제328조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과 독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공서 위반에 관한 문제에 논의를 한정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68) 우선 집단소송 소장의 독일로의 송달에 관하

여는 징벌배상을 구하는 미국 소송의 소장 송달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한 1994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와 반대로 미국 class action의 소

장 송달을 저지하는 가처분(interim injunction)을 명한 2003년 독일 헌법

재판소 판결(Napster 사건), 미국식 집단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 

대상인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독일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을 배척한 코블렌츠 고등법원(OLG Koblenz)의 판결

(Boehringer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고, 집단소송 판결 승인의 공서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2005년 자본투자자 표준소송법(KapMuG)의 발효로 인

168) 앞서 살펴본 Vivendi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측에서 승인 요건 중 네 번째 요건

인 공서 위반만을 다투었다. 242 F.R.D. 7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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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일에서 제외신고(opt-out) 메커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미국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방식이 독일의 부재구성원들

의 법적인 심문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class action의 독일로의 송달에 관한 문제

1. 1994년 헌법재판소 판결

가. 사안의 개요

1994년 사건169)은, 독일 회사의 미국 자회사와 의약품에 관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미국 회사가 독일 측 사업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자 독

일 회사와 그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독일 당국에 대하여 독일 회사에 대한 소장의 

송달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중앙당국과 고등법원이 송달요청을 따르려는 의사를 선언하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제1부(First Senate)는 송달을 금지하는 가처분(interim

relief)을 발하였으나170), 본안에 관한 최종 결정에서 제1부는 다음과 같

은 이유를 들어 송달이 계속 진행되도록 허락하였다.

169)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Dec. 7, 1994, 91 ENTSCH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VerfGE] 335.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Jan

von Hein, “Recent German Jurisprudence o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A Defense of Sovereignty or

Judicial Protectionism?”, Conflict of Laws in a Globalized World (Eckart

Gottschalk, Ralf Michaels, Giesela Rühl & Jan von Hein eds., 2007), p. 109 이

하의 영문 소개와 코멘트를 참조하였음. 이 사건은 징벌배상을 구하는 소장의 

송달에 관한 것으로 class action 소장의 송달에 관한 것은 아니나, class action

소장의 송달에 관한 2003년의 Napster 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한다.

170) BVerfG, Aug. 3, 1994, BVerfGE 9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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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의 내용

1)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의 확장 시도 배척

제1부는 우선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가 제공하는 보호가 국내적 공서

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피촉탁국은 이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되는 서류의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이를 이

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171) 독일의 기업 변호사들과 일부 학자들은 이러

한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를 일종의 일반조항(catch-all provision)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172)

이에 대하여 제1부는, 외국에서의 소송이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적 

인권을 침해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였으

나, ① 외국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이 헤이그송달협약의 근본 취지인 점, ② 어떠한 구체적인 조사도 절차

를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촉탁국의 사법적 명령에 포함된 근

본원칙이 송달 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승격된다면, 이는 국제적 사법공

조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될 것인 점, ③ 헤이그송달협약에 국내적 공서

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피촉탁국의 법적 관념을 외국법원에 제기된 소

송에 일방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 점을 들어 헤이그송달협약

의 확장 시도를 배척하였다.173)

171)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

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2) von Hein(註 169), p. 111.

173) von Hein(註 169),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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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 단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확실성

다음으로 제1부는 ① 송달 단계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액을 지불하게 될 것인지가 불확실한 점, ② 독일 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는 점, ③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지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그 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송달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였다.174)

3) 독일에서의 송달 차단 시도의 무용성(Schlunk doctrine)

마지막으로 제1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88년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사건 판결175)을 언급하면서 송달을 차단하

는 것이 미국에서 소를 제기당한 독일 피고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176) Schlunk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Schlunk가 독일 법인인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의 미국 자회

사와 독일 모회사를 상대로 일리노이주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Schlunk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독일 모회사에 송달하는 대

신 자회사를 모회사의 비자발적 대리인(involuntary agent)로 보고 자회

사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 송달이 일리노이

주법과 연방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경우 송

달이 미국 내에서 행해졌으므로 헤이그송달협약 제1조에 따라 외국으로

의 송달에 적용되는 헤이그송달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177) 제1부는 Schlunk 사건에서 이와 같이 확립된 법리 하에서는 독일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송달이 독일 모회사에 대한 송달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였다.178)

174) von Hein(註 169), p. 111-112.

175)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486 U.S. 694 (1988). 이 사건

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평가는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이하 ‘석

광현(국제민사소송법)’으로 표기한다), 234-235면 참조.

176) von Hein(註 169), p. 112.

177) 486 U.S. 694, 70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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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Napster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일 공유 플랫폼인 Napster에 대출을 제공한 독일의 미디

어 대기업 Bertelsmann AG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미국 경쟁사 등이 Bertelsman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Bertelsmann이 그 집단소송 소장의 송달을 막

으려고 시도한 사건이다.179)

Bertelsmann은 그 활동영역을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세계 시장으로 확

대하려고 결정하고 인터넷 거품이 있던 2000년에 파일 공유 플랫폼인 

Napster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음악 다운로드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는

데, 이러한 투자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Bertelsmann은 음반사들과 작

곡가들을 포함한 원고 집단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7조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당하게 된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은 제1부의 1994

년 판결 내용을 이러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이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송달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Bertelsmann은 헌법 소

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결정에 항소하게 된다.180)

나. 가처분과 그 철회

이 사건을 담당한 제2부(Second Senate)는, ① 만약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들이 실체적 근거 없이 독일 피고를 굴복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

178) von Hein(註 169), p. 112.

179) BVerfGE 108, 238.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von Hein(註 169), p. 113 이하의 영

문 소개와 코멘트를 참조하였음.

180) von Hein(註 169),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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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그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소

송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미국

으로부터의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가 거부될 수 있는 점, ② 앞서 설명한 

1994년 판결에서 송달을 실행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구성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 

송달을 허락하는 것은 독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 ③ 나중에 미국 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에 소재하는 

독일 피고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고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도 방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Gütersloh에 소재한 Bertelsmann의 독일 본

사에 위 집단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interim

injunction)을 발하였다.181)

다만, 이 사건은 2005년에 Bertelsmann이 소를 취하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하였다. 즉, 미국 법원은 독일에서의 송달이 저지된 것과 

무관하게 FRCP 4(h)(1)에 따라 미국에서 Bertelsmann의 경영진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Bertelsmann의 변호사도 미국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미국에서의 절

차가 Bertelsmann이 약 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화해로 종결된 후 

Bertelsman이 독일에서의 소를 취하하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철회하

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기 때문이다.182) 이러한 일련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 기업의 자산이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독일에 

소재하는 피고 기업에 대한 미국 집단소송 소장의 송달을 저지하는 것이 

독일 피고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러한 시도

의 무용성을 강조한 1994년 판결의 지적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81) von Hein(註 169), p. 114.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 2007년 및 2008

년 판결(BVerG, RIW 2007, 211; BVerfG, IPRax 2009, 253.)에서는 class action의 

송달촉탁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김용진(註 72), 165면.

182) von Hein(註 169), 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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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Boehringer 사건의 경우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소

매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캐나다 약국에 약을 주문해왔다. 그러자 자신들

의 미국에서의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미국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캐나다 자회사들의 거래처에 대하여 미국 거주자들에게 약을 팔

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고령의 소비자들과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미네소

타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삼배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

송을 제기하였다. 이 집단소송의 피고들 중에는 독일의 대규모 제약회사

인 Boehringer Ingelheim GmBH & Co. Kg(이하 “Boehringer”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Boehringer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집단소송을 위

한 소장이 독일의 Boehringer에 송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코블렌

츠 고등법원(OLG Koblenz)에 제기하였다.183)

나.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서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① 적어도 반독점 사건에 있어서 삼

배배상을 구하는 집합적 소송은 자유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공

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상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사적 이익 추구

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삼배배상을 

통해 자유 경쟁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위 소송은 사법(私法)보다는 공법

(公法)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점을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송달협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Boehringer

183) OLG Koblenz, June 27, 2005, 26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IPRAX) 25 (2006).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von Hein(註 169), p. 117 이하의 영문 소개와 코멘트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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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 집단소송 소장의 송달을 저지하였다.184) 즉, 반독점 사건에서 

삼배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은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속하는 것으로

서 헤이그송달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다수의 민사소송들이 집

단소송이라는 단일소송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여 민사사건이라는 법적 성

격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185)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상고하여 연방 대법원에 계속되었는데, Napster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FRCP에 따라 미국에서 

Boehringer의 경영진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자 독일

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이 소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결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Ⅲ. class action 판결 승인의 공서 위반 여부

1. 공서의 의미

가. ZPO 제328조의 공서

ZPO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명백

하게 독일법률의 기본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특히 승

인으로 인하여 헌법적 기본권과 부조화를 가져온다면 그 외국판결의 승

인이 거부된다. 즉, ZPO 제328조에서의 공서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포함한 독일법률의 핵심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186)

184) von Hein(註 169), p. 118-119.

185) von Hein(註 169), p. 119.

186) 임복희,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12),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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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

ZPO 제328조의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의 양자가 포

함된다.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를 포함하여 독일법률의 핵심원칙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실체적 공서 위반이 되는 반면, 공평한 재판의 원칙

이나 법적인 심문(right to be heard) 보장의 원칙 등 중요한 절차적 보

호장치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절차적 공서 위반이 되는데,187) 집단소송

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될 것을 선택하지 않은 

독일인에게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른 구속을 받도록 하는 제외신고 방식

이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188)

2. 제외신고(opt-out)의 공서 위반 여부

가. 독일에서의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부존재

제외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미국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을 

어렵게 만드는 집단소송의 가장 큰 특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메커니즘으로 인해 승인을 

요청받은 국가의 공서에 반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는 특히 국제적 집단소

송 사건에서 미국 법원에 제출된 각 유럽 국가들의 전문가 의견(expert

declaration)을 통해 활발하게 다투어져왔는데,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서 

공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통적으로 살피는 사항이 승인을 요청받

은 국가의 법제에 제외신고 방식이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단

187) 임복희(註 186), 70면.

188)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과 국제

소송 제1권(2001),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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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으며, 2005년에 발효된 자본투자자 표준소송법

(KapMuG)도 당사자 중 한쪽의 신청과 다른 9명 이상의 원고들의 참가

신고(opt-in)에 의해 진행되는 참가신고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189)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은 판결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

신고 방식의 미국 집단소송과는 현격히 다르다. 앞서 살펴본 Vivendi 사

건190)에서도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독일의 자본투자자 표준소송

(KapMuG)은 집단소송과는 다른 것이어서 독일법은 여전히 집단소송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독일에서의 공서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독

일인 원고들을 집단에서 배제시킨바 있다. 특히 증권소송의 영역에서 독

일인 주주들이 독일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발하는 것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자본투자자 표준소송(KapMuG)이 

제정되었음191)을 고려하면,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독일의 입법자들이 제

외신고 방식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독일의 절차법 체

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절차상의 상위는 절차적 공서 위반으로 볼 수 없고,192)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독일 절차법의 기본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독일 절차법에 제외신고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서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는 견해도 있어,193) 제외신고 방식이 독일법 체계에 생경한 개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서 위반이 될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194)

18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사법제도개혁위원회백서,

2006. 12.), 323면에서도, 집단소송을 소송참가의 방식 및 기판력의 적용범위의 

차이에 따라 ① 제외신청형(미국의 Class Action, 캐나다의 Class Proceeding, 한

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등)과 ② 참가신청형(영국의 Group Action, 독일의 

자본투자자표준소송제도, 일본의 선정당사자추가제도, 중국의 소송대표자제도)으

로 분류하고 있다.

190) 242 F.R.D. 76, 104-105.

191) von Hein(註 169), p. 105.

192) 석광현(註 188), 314면.

193) Andrea Pinna, “Recognition and Res Judicata of US Class Action Judgments

in European Legal Systems”, 1 Erasmus L. Rev. (200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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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헌법상의 법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 침해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에서 부재구성원들은 그들이 집단에서 배제

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그 소송의 구성원이 된다. 즉, 제외신

고 방식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하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

문에195) 제외신고 방식과 마찰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럽 국가

들의 법체계에 따른다면, 집단소송 판결이 유럽에 거주하는 부재구성원

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공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① 제3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② 그 소송절차에 적

극적으로 참가할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③ 소장을 적법하게 송

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의 판결은 제3자에게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인데, 이는 법적인 심문(right to be heard)을 

받을 제3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196) 제외신고 방

식의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는 견

해들은 집단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법적인 심문을 받을 독일인 부재구성

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한다.197) 앞서 살펴본 

Vivendi 사건에서도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독일에서의 집단소

194) Duncan Fairgrieve, “The Impact of The Brussels Ⅰ Enforcement and

Recognition Rules on Collective Actions”, Extraterritoriality and Collective

Redress (Duncan Fairgrieve & Eva Lein eds., 2012), p. 181.

195) Pinna(註 193), p. 40.

196) Rolf Stürner, “International Class Actions From a German Point of View”,

Current Topics of International Litigation (Rolf Stürner & Masanori Kawano

eds., 2009), p. 109.

197) Stürner(註 196),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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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결 승인은 독일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적 심문을 받을 권리와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피고 측 전문가 의견을 받아

들여 독일 투자자들에 대한 집단허가 신청을 기각한바 있다.198)

다만, 공서 위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만약 ① 독일의 부재구성원들

이 집단소송의 통지를 실제로 받았고 ② 그 통지에 따라 제외신고를 할 

기회를 가졌으며 ③ 그 통지가 헤이그송달협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

하여 이루어졌다면, 법적 심문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

아 독일의 부재구성원들에 대하여 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한다.199)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단소송에서의 통지는 집단구성원들에

게 개별적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 원칙200)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더라도 식별이 불가능

한 부재구성원들에게까지 헤이그송달협약의 엄격한 절차를 지켜 개별적

인 통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Ⅳ.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의 독일

로의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90년대 중반의 우호적 분위기가 2000년대 중

반에 들어 비협력적 태도로 돌아선 감이 없지 않으나, 집단소송을 제기

당하는 독일 기업이 주로 미국에 지점이나 자회사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

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에서 집단소송의 송달을 저지하려

는 시도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Schlunk 판결에서의 법리에 의해 무익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일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의 자산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국에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

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98) 242 F.R.D. 76, 104-105.

199) Stürner(註 196), p. 117.

200) FRCP 23(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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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단소송 판결 승인의 공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독일법 

체계에서 제외신고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이 공서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제외신고를 위한 통지가 독일 부재구성원들에 대하여 헤이그송달협약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독일의 유력한 견해와 법적 

심문을 받을 헌법상 권리 침해로 공서 위반 가능성을 긍정한 미국 법원

의 판결(Vivendi 판결과 Daimler Chrysler 판결201)) 등에 비추어보면 다

소 불확실한 점은 있으나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이 독일의 공서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 만약 공서 위반으로 인정된다

면 미국 판결의 승인이 거부되어 기판력이 확장될 여지가 없으므로 명시

적으로 미국 소송에서 제외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독일 투자자 등은 

미국 법원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독일에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4 절 class action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Ⅰ. 개관

프랑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의 요건을 명확

히 규율하지 않고 있어 그 요건은 판례에 의해 규율된다.203) 주로 1964

년 파훼원(Cour de Cassation)의 Munzer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이 외국 

201) In re Daimler Chrysler AG Securities Litigation, 216 Federal Rules Decisions

291, 300-301 (D.Del.2003).

202) 다만, 독일에서도 근자에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제외신

고권이 존재하고 집단허가 시 구성원 전원에 대한 통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

로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5

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203) 프랑스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석광현(註 188),

335-3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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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승인․집행에 적용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① 외국법원이 국제

재판관할을 가질 것, ② 적용된 법이 프랑스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으

로 정해진 법일 것, ③ 국제사법상의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④ 법의 회

피(frude à la loi)가 없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재판에 

대한 집행판결(exequatur)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호보증은 요구되지 않

는다. 프랑스와 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양자 또는 다

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204)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승인․집행도 Munzer 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에 의해 규율되게 된다.

프랑스에서의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제2절에서 

살펴본 Vivendi 사건에서 방대한 분량의 전문가 의견이 원․피고 측에

서 각각 제출되었고, 외국 주주들의 대다수가 프랑스인인 점이 고려되어 

그 승인 가능성이 각 요건별로 상세하게 다루어졌는바,205) 이 절에서는 

Vivendi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을 통하여 위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세 번째 요건인 공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집단소송 판결 승인의 전 단계의 

논의로서 부수적인 쟁점이기는 하나 미국 집단소송에서 피고가 될 가능

성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프랑

스 주주들이 Vivendi 사건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

에서 Vivendi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을 프랑스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통

해 관련 논점으로 살펴본다.

Ⅱ. Vivendi 사건을 통하여 본 class action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

인․집행 가능성

1. 공서 요건 외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

가.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204) 242 F.R.D. 76, 96.

205) 242 F.R.D. 76, 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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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피고 양측은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갖기 위해서는 파훼원의 

1985. 2. 6. Simitch 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데 다툼이 

없었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① 당해 사건이 프랑스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② 분쟁이 외국법원과 특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le

lien caractérisé, characterized link), ③ 외국법원의 선택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06)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는 프랑스 신민사소송법 제15조

에 의해 프랑스 피고들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나,207) 법원은 신민사소송법 제15조는 프랑스 법원의 선택적 

관할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는 파훼원 2006. 5. 23. Prieur 판결을 들어 피

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08)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 전문가들은 ① 집단의 부재구성원

들인 외국 주주들이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② 외국 주주들이 

Vivendi의 주식을 미국에서 매수하지도 않았으며, ③ 외국 주주들이 프

랑스 회사로서 파리에 본사가 있는 Vivendi를 미국에서 제소하겠다거나 

미국 소송의 class에 포함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해 사건과 미국 법원 간에 특징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209) 그러나 법원은 ① 상당한 수량의 Vivendi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

된 점, ② Vivendi의 최고경영자(CEO)와 자금관리이사(CFO)가 미국에 

와서 경영활동을 한 점, ③ CEO와 CFO의 사기적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특징적 관련성을 인정하였

다.210)

206) 242 F.R.D. 76, 96.

207) 242 F.R.D. 76, 96.

208) 242 F.R.D. 76, 96-97.

209) 242 F.R.D. 76, 97.

210) 242 F.R.D. 7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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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프랑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소송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법원으로 온 것으로, 이

는 부적절한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이 아니라고 하여 세 번째 요

건도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211)

이와 같이 Vivendi 사건의 법원은 Munzer 판결의 첫 번째 요건이 충

족되었다고 보아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였다.212)

나. 준거법 요건의 충족 여부

Munzer 판결의 두 번째 요건인 준거법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외국법

을 적용한 결과가 프랑스법 하에서의 그것에 상당한 것이면 프랑스 국제

사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더라도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

으로 본다는 등가성(équivalence) 원칙에 대해 원ㆍ피고 모두 다툼이 없었

다.213)

다만, 피고 측 일부 전문가는 비록 등가성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프랑

스 증권소송법과 미국 증권소송법 간의 절차적 상위로 인해 이 사건에서

는 등가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214) 법원은 ① 절차적 상위의 문

제는 준거법 요건에서 다룰 문제라기보다는 공서 요건에서 판단할 문제

이고, ② 증권사기에 관한 미국법과 프랑스법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등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준거법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

시하였다.215)

다. 법의 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211) 242 F.R.D. 76, 98.

212) 242 F.R.D. 76, 98.

213) 242 F.R.D. 76, 98.

214) 242 F.R.D. 76, 98.

215) 242 F.R.D.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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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zer 판결의 네 번째 요건인 법의 회피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

련하여서는 주로 부적절한 법정지 쇼핑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216)

Vivendi 사건의 법원은 앞서 관할 요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미국 증권법 하에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기적인 법정지 

쇼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여, 네 번째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시하

였다.217)

2. 공서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제외신고(opt-out) 방식 class action의 부존재

프랑스에서는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집합적 이익 소송(collective

interest actions)과 공동 대표 소송(joint representative actions)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집단소송만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집단

소송 판결의 승인이 프랑스의 공서에 위반됨을 징표하는 요소로 볼 여지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독일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프랑

스법에 낯선 제도라는 사실만으로 공서 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Vivendi 사건의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 외국 판결

이 보편적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특정한 권리가 프랑스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외국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18)

나. 대리에 의한 소 제기 금지 원칙의 침해 여부

216) 임복희(註 186), 57-58면.

217) 242 F.R.D. 76, 102.

218) 242 F.R.D.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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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대리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없

다는 원칙(nul ne plaide par procureur)이 프랑스법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

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 행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소송절차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알릴 것이 절차

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그런데 집단소송에서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이 그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고, 법원이 지명한 대표당사자에 의해 대표

되기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피고 측 주장이다.219)

이에 대하여 원고 측 전문가들은, ① nul ne plaide par procureur 원칙

은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실제로는 숨겨진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명제로서 절차적 사기를 방지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진정한 당사자들인 class의 부재구성원들을 원고들이 대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의 문제가 

없는 점, 나아가 ② nul ne plaide par procureur 원칙은 프랑스의 국제적 

공서에 관한 개념의 일부가 아니며, 외국 판결을 배척할 근거도 아닌 점

을 들어, 미국식 집단소송이 프랑스 법원에 의해 해석되는 정의의 근본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220)

다. 자유롭게 법정에 출석하고 심문받을 권리 침해 여부

또한 피고들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대심절차 원칙(le principe

du contradictoire)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심절차 원칙이란 모든 소

송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 출석하고 심문받을 자유를 부여하는 근본원칙이라는 것이 

피고 측의 설명이다. 피고들은 특히 FRCP 23조에 의해 개별적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집단 구성원은 실제 통지를 받지도 못한 채 법정

에 출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대심절차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

219) 242 F.R.D. 76, 100.

220) 242 F.R.D. 76,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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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였다.221)

원고 측 전문가들도, 어떠한 소송에서도 자유롭게 출석하여 법적 심문

을 받을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personal freedom)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

하였다. 다만, ① FRCP 23(b)(3)도 class 구성원들에게 class로부터 배제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② 프

랑스 법제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피고용인들이 소송에 대한 통

지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들을 대표하여 제외신고 방식에 상응

하는 형태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용되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은 실제로 통지(actual notice)를 받아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가졌던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의

한 미국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2) 다만, 프랑스의 

부재구성원에 대한 통지가 헤이그송달협약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통지 요건 준수를 주장한 피고 측의 독일법 전문가들의 견해보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라. 적법절차 원칙 침해 여부

나아가 피고들은, 적법절차(due process)에 관한 프랑스의 관념에 따르

면, 어느 누구도 원고가 되겠다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에, 각 원고를 개

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하였다223).

이에 대하여 원고 측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도 노동조합이 피고용인들 각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용인들의 

221) 242 F.R.D. 76, 100.

222) 242 F.R.D. 76, 101.

223) 242 F.R.D.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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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동의 없이 그들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형태의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적법절차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다.224)

마. 법원의 판단

이상의 주장을 종합하여 Howell 판사는,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프랑스의 국제적 공서에 관한 개념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 비록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현재 프랑스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만, 피고 측 전문가 의견에서 현출된 바와 같이 2005

년 4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 법제에 집단소송의 도입 여부에 대

한 검토를 지시(President Chirac's initiative)한 점225) 등을 고려하면 집

단소송을 둘러싼 제반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분

명하다는 것이 Holwell 판사의 견해이다.226)

따라서, 법원은 Munzer 판결의 세 번째 요건인 공서 위반 부존재도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은 프랑스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판결

(exequtur)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more

likely than not)고 판시하였다.227)

Ⅲ. Vivendi 사건에서 class action 저지를 위한 프랑스에서의 시도

1. 개관

Vivendi가 미국 법정에서 방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제출하여 미국 집

단소송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즉 집단소송 허가의 우

224) 242 F.R.D. 76, 100.

225)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 Ⅱ. 집단소송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동향에서 

검토한바 있다.

226) 242 F.R.D. 76, 101.

227) 242 F.R.D. 7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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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요건을 다툰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집단소송 저지를 

위한 노력은 프랑스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바, 하나는 Vivendi의 주주인 

Mr Duval이 프랑스에서의 집단소송 통지(notice)를 금지하는 가처분

(interim injunction)을 프랑스 법원에 신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주주들이 외국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Vivendi가 

프랑스법원에서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집단소송을 철회하

도록 명하는 가처분(injunction)을 구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228)

2. class action 통지(notice) 금지의 가처분 신청

가. 사안의 개요

Vivendi 사건에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통지(notice) 절차는 미국 법

원에서 집단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인 Abbey, Spanier, Rood & Abrams

LLP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229)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Vivendi의 주주인 Mr Duval은,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피고용인들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은 피고용인이 그 집단소송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합헌적이라고 판시한 1989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결230)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제외신고(opt-out)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소송절차에 참

가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위 로펌의 프랑스에서의 집단소송 통지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파리 법원에 신청하였다.231)

228) 미국 class action의 프랑스에서의 승인․집행 저지를 위한 Vivendi 등의 시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lles Cuniberti, “Resisting American Class Action at

Home: Vivendi's Crusade against US Imperialism”, 12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rea Bonomi & Gian Paolo Romano eds., 2010), p. 610

이하 참조.

229) <www.vivendiclassation.com> 참조(2015.1.20. 마지막으로 조사).

230) 이 판결은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이 프랑스의 공서에 위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된 논거가 되어왔다. Cuniberti(註 228),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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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법원의 판단

2009. 8. 27. 프랑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232)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

하였으나 절차적인 이유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233)

한편,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결국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이 

프랑스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구하는 소에 이르게 되었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외국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외국 판결의 승인에 대해 판단할 권한을 프랑스 법원이 갖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었다고 한다.234)

3. 프랑스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가. 사안의 개요

2009년 10월 Vivendi는, 프랑스 주주들이 외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권리를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프랑스 주주들에 대하여 1백만 유로의 

손해배상과 함께 프랑스 주주들이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철회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및 그러한 가처분 위반에 대한 1일당 5만 유로의 제재

(astreinte)235)를 구하는 소를 프랑스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별 주

231)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Cuniberti(註 228), p. 610-611의 영문 소개와 코멘트를 

참조하였음.

232) Duval v. Abbey, Spanier, Rood & Abrams LLP, TGI Nanterre, Ord. référé,

27 August 2009 in: Gaz. Pal. 2010, Issue 148.

233) Cuniberti(註 228), p. 611.

234) Cuniberti(註 228), p. 611.

235)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하여는 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

에 관한 소고-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660호 

(2011. 9.), 2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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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에게 이처럼 과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미디어들

의 비판이 가해지자, Vivendi는 자신의 평판이 훼손된 것에 대한 상징적 

손해배상으로서 1유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236)

나. 프랑스 제1심 법원의 판단237)

이 사건에서 Vivendi는 프랑스 주주들이 미국과 프랑스 중 어디에서 

소를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① 만약 그들이 미국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프

랑스에서 새롭게 소를 제기할 것인데, 미국 판결은 프랑스에서 기판력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러한 후소 제기가 실제로 가

능해질 것이라는 점과 ② 이 사건 분쟁에는 다수의 프랑스 주주들이 연

루되어 있어 프랑스 법원이 자연적 법정지(juge naturel)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소송절차는 오직 이러한 자연적 법정지에서의 사건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시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

이 소 제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238)

이에 대하여 2010. 1. 13. 제1심 법원은, 소 제기 권리는 오직 악의적으

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행사될 경우에만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는 전제 하에, ① 현 시점에서는 프랑스 법원이 미국 

판결의 승인에 대해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고, 또한 Vivendi의 주요 자산

이 미국에 소재할 경우 미국 판결은 미국에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판결이 프랑스에서 승인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프랑스 

주주들이 사법절차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며, ②

Vivendi의 임원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분쟁이 미국과 관련되

236)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Cuniberti(註 228), p. 611-614의 영문 소개와 코멘트를 

참조하였음.

237) Viveni c. Gérad, Morel et l'ADAM, TGI Paris 13 janvier 2010 in: Gaz. Pal.

2010, Issue 148.

238) Cuniberti(註 228), p.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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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프랑스 주주들이 미국 집단소송 절차에 참여할 것을 선택한 것

은 적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Vivendi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239) 이는 

Vivendi 사건의 미국 법원이 미국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 요건을 검

토하면서 사기적인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이 없었다고 판시240)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프랑스 항소심 법원의 판단241)

Vivendi가 항소하자 2010. 4. 28. 항소법원은, ① 소 제기 권리는 그것

이 오직 악의적으로 또는 참을 수 없이 가볍게 행사된 경우에만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고, ②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되고 

Vivendi의 임원들이 뉴욕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서 허위진술을 했기 때

문에 분쟁과 미국 간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으며, ③ 프랑스 주주들은 미

국 법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평가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뉴

욕에서 소를 제기한 것을 사기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④ 미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은 프랑스 주주들이 소 제기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미국 판결이 실제로 내려지기 전에는 그 판결이 

프랑스의 공서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하급심 판결의 내

용을 재확인하고 Vivendi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42)

이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주주들로 하여금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을 철회하도록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Vivendi의 가처분 신청

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이 프랑스에

서 기판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집단소송 판결이 프랑스에서 승인되어 구

239) Cuniberti(註 228), p. 613.

240) 242 F.R.D. 76, 102.

241) Viveni c. Gérad, Morel et l'ADAM, CA Paris 28 avril 2010 in: Gaz. Pal.

2010, Issue 148.

242) Cuniberti(註 228), p. 6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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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을 갖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프랑스 주주들이 미

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기적 행위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시한 것이므로, 이 판결의 내용만으로 집단소송 판결의 프랑스에

서의 승인 가능성을 직접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43)

Ⅳ. 소결

앞서 독일에서의 논의와 같이 프랑스에서도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프랑스의 공서에 위반되

는 것인지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독일과 같으나, 제3장 제3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라크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5년에 집단소송

의 도입이 검토된 이후 최근까지 집단소송의 개선에 관하여 집단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신고 방식에 대한 거

부감이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제외신고 모델

을 프랑스 법체계에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일련의 견해들이 프랑스 

내에서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244) 집단소송에 관한 환

경적 요인의 변화를 이유로 공서 위반이 없다고 판시한 Vivendi 판결과 

달리 Alstom 판결245)에서 Marrero 판사는 제외신고 방식이 공서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제외신고 방식이 프랑스의 공서에 

243) Linda J Silberman,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ies Class Actions”, Extraterritoriality and Collective Redress

(Duncan Fairgrieve & Eva Lein eds., 2012), p. 377.

244) 2006. 5. 16. 전 파훼원장 Guy Canivet는 “제외신고(opt-out) 모델은 우리 법률 

문화와 매우 다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할 뜻을 명백히 

표명하지 않은 사법적 결정을 그 사람에게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고 하여 제외신고 모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Fairgrieve(註

194), p. 179에서 재인용. 또한 Morrison 판결에서는, 제외신고 메커니즘이 헌법

원칙과 공서를 위반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amicus brief)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제출된바 있다고 한다. Silberman(註 243), p. 377.

245) In re Alstom SA Securities Litig 253 FRD 266, 287 (SD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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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판결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근

의 경향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제 5 절 class action 판결의 네덜란드에서의 승인ㆍ집

행 가능성

Ⅰ. 개관

네덜란드와 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미국 판결의 승인ㆍ집

행은 네덜란드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246) 네덜란드에서의 외국 판결의 

승인ㆍ집행에 관하여는, 네덜란드 대법원의 1924. 11. 14. 판결이 ① 관할

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근거에 토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의

해 외국 판결이 내려졌을 것, ② 외국 절차가 공정한 재판(fair trial) 요

건을 충족할 것, ③ 외국재판이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247) 이 절에서는 미국 법원의 Royal Ahold 사건

에 대한 집단화해(class settlement) 허가 결정을 승인한 2010. 6. 23. 암

스테르담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네덜란

드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Royal Ahold 사건의 경우

1. 사안의 개요

Royal Ahold(이하 이 장에서 “Ahold”라 한다)는 네덜란드법에 따라 

246) 네덜란드에서의 외국 판결의 승인ㆍ집행 일반론은 Tzankova/van Lith(註 92),

p. 88 참조.

247) Tzankova/van Lith(註 9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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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다국적 식품서비스회사로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3.

2. 24. Ahold는 5억 달러 상당의 손실이 있음을 공표하였고, 그 후 조사

절차에서는 Ahold의 미국 자회사 활동과 관련하여 매출을 심각하게 부

풀려 보고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에 Ahold 주식을 매수한 미국 

및 외국 투자자들은 Ahold와 그 전 CFO, Ahold의 회계법인인 Deloitte

에 대하여 미국에서 다수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소는 매릴랜드 연방 

지방법원에 병합되었다.248)

그 후 이 사건도 대부분의 집단소송 사건들과 같이 화해로 종결되었는

데, 2006. 1. 6. Ahold는 네덜란드 투자자단체를 포함한 원고들과 집단 

화해를 체결하였고,249) 이 화해는 2006. 6. 16. 미국 법원에 의해 허가되

었다.250) 화해에서는 Ahold가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제외신

고(opt-out)를 하지 않은 class 구성원들은 이 소와 관련하여 Ahold와 그 

전 CFO 등을 상대로 더 이상 어떠한 절차도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Ahold 사건의 승인과 관련한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의 판결

가. 화해 허가 결정에 대한 승인 문제로의 발전

미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체결되고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 절차에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네덜란드인 집단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SOBI는 미국

에서의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한 주장에 기초하여 Ahold와 그 

248) In re Royal Ahold N.V. Securities, “ERISA” Litigation, 269 F.Supp.2d 1362

(Jud.Pan.Mult.Lit.,2003).

249) In re Royal Ahold N.V. Securities & ERISA Litigation, 2006 WL 132080

(D.Md.2006).

250) In re Royal Ahold N.V. Securities & ERISA Litigation, 2006 U.S.Dist. LEXIS

1928 (D.M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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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FO 및 Deloitte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2008년 1월

에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5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SOBI가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단화해를 허가한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의 결정을 승인해줄 것을 암스테르담 법원에 요청하였다.

나.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판단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집단소송 절차에서의 화해(class settlement)를 

허가한 미국 법원의 결정은 외국 판결 승인에 관한 네덜란드의 법제 하

에서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은 ① 미국 법원의 관할권의 기초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불법

행위지(forum delicti) 관할의 하나로 볼 수 있고, ② 미국에서의 절차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존중하였으며, ③ 미국에서의 절차가 공서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52)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특히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건의 충족과 관련

하여, 미국에서의 절차가 네덜란드의 집합분쟁화해제도(WCAM)와 유사

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받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외신고하거나 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다고 판시하였다.253)

다. 소결

집단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 결정을 승인한 네

251)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Tzankova/van Lith(註 92), p. 89-90의 영문 소개와 코

멘트를 참조하였음.

252) Tzankova/van Lith(註 92), p. 89.

253) Tzankova/van Lith(註 92),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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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집단소송 판결 

승인에 관한 그간의 논의가 주로 장래에 승인요청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데 비해, 실제로 집단화해결정의 승인을 요청

받은 국가에서 그 승인ㆍ집행에 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은 집단소송 절

차에서의 화해(settlement)에 대한 허가 결정(decision)의 승인이 문제가 

된 사례지만, 집단소송 판결(judgement)의 승인이 문제된 경우에도 위 

판결에서의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제5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WCAM은 제외신고 메커니즘에 기

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신고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다른 유럽 국

가들과는 달리 집단소송의 공서 위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비교적 적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외신고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class action과 class settlement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의 Ahold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집

단허가(certification) 단계에서는 외국에서의 집단소송 판결 승인 가능성

을 다투어 외국에 거주하는 잠재적 구성원들을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려

고 노력했던 Ahold가, 정작 화해 단계에 이르러서는 화해 계약의 구속

력을 넓히기 위해 허가단계에서 취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선회

하여 최대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화해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다.254) 이는 소송전략상 외국 거주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새로

운 소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Ahold의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으

로 보이나, 제2장 제2절 V.에서 본 바와 같이 집단허가 단계와 화해단계

에서 보이는 피고의 상반된 태도는 우월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집단소

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접근방식의 취약성을 지

적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254) Peter L. Murray, “Class Actions in a Global Economy", Current Topics of

International Litigation (Rolf Stürner & Masanori Kawano eds., 2009),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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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lass action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제적 집단소송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 그 판결

이 외국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미국 법원에서는 물

론이고 승인ㆍ집행이 요청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실무와 학계에서 다

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ㆍ집행이 실무에

서 문제된 적은 없지만, 오늘날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우리 국

민들도 이른바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로서 또는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시점에 매수한 주주로서 미국 집단소송의 부재구

성원으로 포함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

리 기업과 미국 상품시장에 물건을 수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의 피고가 될 확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집단소송 판결의 국

내 승인ㆍ집행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승인ㆍ집행에 관한 논의는 미국 법원과 우리 법원에서 2단계

로 이루어질 것인데, ① 우선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절차에서 FRCP

23(b)(3)의 우월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집단소송 판결의 우리나

라에서의 승인ㆍ집행 여부가 검토될 것이고(1단계)255), ② 그 다음 단계

255) 따라서 미국에서 국제적 집단소송을 제기당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우월성 요

건이 구비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미국 판사로 하여금 집단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석광현(註 3), 58면. 이러한 소송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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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우월성 요건을 충족하는 등 집단허가를 받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로 종료되어 우리 법원에 그 판결 또는 화해의 

승인이 요청되면 우리 법원에서 그 승인ㆍ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

다(2단계).

이하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외국재판의 승인ㆍ

집행의 요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256)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ㆍ집행이 우리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발생 가능

한 사안의 유형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

이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허가될 수 있는지와 만약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로 종료된 경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이나 화해가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 1 절 개관257)

Ⅰ. 관련 규정

우리나라에서 외국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재판이 승인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

재판은 확정재판이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

다.258)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은 승인요건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밑줄은 

Daimler-Chrysler 사건인데, 그 결과 미국에서의 집단의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

어 변호사가 받을 성공보수를 줄이고 화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Stürner(註 196), p. 108.

256)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이 

체결 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판결의 승인ㆍ집행은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257)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註 188), 259면 이하 참조.

258)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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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추가함).

그러나 우리 법원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는데259), 이러한 

‘실질재심사(révision au fond) 금지의 원칙’은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의 어

느 측면에서도 재심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승인 및 집행 단

계에서 모두 적용된다.260) 다만, 법원은 승인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실질을 재심사할 수 있다.

Ⅱ. 승인의 요건

1. 승인의 대상

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259)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260) 석광현(註 188), 263면.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

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

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

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

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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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승인 대상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제

217조 하에서 ‘외국판결’은 한국 법원 이외의 법원 기타 사법기관에서 

내려진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으로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으로, ‘확정판결’은 반드시 판결에 확정되지 않고 결정과 명령

을 포함하는 ‘확정재판’의 의미로261) 이해하는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262) 한편 ‘확정’이라 함은 상소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소법원에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게 된 상태263)로서, 외

국재판이 판결국법상 우리법의 형식적 확정력(formelle Rechtskraft)에 상

응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한다.264) 이 때 외국재판의 확정 여부

26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른 집행

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

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

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

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

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262) 개정 민사소송법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

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이는 이미 구법 하에서도 실현되고 있었다는 지적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673, 이군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 4.), 4-5면 참조. 또한 위 보고서 13면은 개

정 민사소송법의 취지가 비송재판이나 대심구조에 의하지 않은 재판까지도 승인

의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편 개정 민사소송법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도 구법의 ‘외국법원의 판결’을 ‘외국법

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27조 제2항에서는 구법의 ‘외국법원의 판결’(제1호)과 ‘외국판

결’(제2호)을 각각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으로 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보조를 맞추었다.

26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7판(2013), 591-592면.

264) 석광현(註 188),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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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판국법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265) 미국에서의 집

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허가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미국법

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우리법상 승인 대상으로서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에 해당할 것이다.

나. 미국의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어 승인 요청된 경우의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집단소송은 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승인 및 집행이 요청되는 대상도 그 화해판

결266)이 될 가능성이 높다.267) 일반적으로 재판상화해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재판상화해의 경우 당해 서류가 작성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우

리 민사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268)된다면 우리나

라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269) 하급심 판결 중에도 

265) 석광현(註 188), 265면.

266)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당사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미국 법원은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판의 형식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석광현(註 3),

63면 각주33). 이와 관련하여 Stürner(註 196), p. 108 및 p. 114에서는 ‘법원이 

확인한 화해(court confirmed settlement)', ‘화해에 기초한 판결(judgment based

on a settlement)', ‘화해에 기초한 동의판결(settlement based consent judgment,

consent judgment based on a settlement)’이라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Wurmnest(註 167), p. 183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외국에서의 화해는 법원

의 허가(approval)가 없으면 승인ㆍ집행될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미국 집단

소송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화해에 기초하여 내려진 동의판결(consent judgment

that is rendered by a court on the basis of a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은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267) 제4장 제5절에서 본 Ahold 사건의 네덜란드에서의 승인도 집단소송에 대한 화

해의 승인이 문제된 경우였다.

268) 민사소송법 제220조.

269) 민일영ㆍ김능환(편), 주석민사소송법(Ⅲ)(제7판)(강승준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

학회, 2012, 387면. 그러나 김능환ㆍ민일영(편), 주석민사집행법(Ⅱ)(제3판)(이원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19면은 재판상화해는 재판으로서의 외관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6조의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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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의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에 

기한 집행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270)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 절차에서 이

루어진 화해(class action settlement)가 우리법상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상화해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앞

서 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이 제시한 기준 및 미

국 집단소송상에서의 화해의 절차적 특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271)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의 취지272)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2014. 5. 20. 개정되어 같은 날 효력

발생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재판

270)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0. 1. 선고 68가620 판결.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39658 판결은, “피고들은, 뉴욕주법원이 선고한 이 사

건 대상판결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재판상 화해로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규정하는 ‘판결’

이라 함은 재판의 외관을 가진 판결서에 한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ㆍ인낙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미국 민사소송법령

[Civil Practice Law and Rules(CPLR)] 3218조 (b)항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공증진술서에 의한 판결(Judgement by Confession) 역시 일반적인 판결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집행판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밑줄은 저

자가 추가함). 이 판결에 대한 논평은 석광현,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01

년 이후의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2012), 448면 참조.

271) 석광현(註 3) 63면에서는, 만일 통상의 화해판결 또는 화해조서가 승인 및 집행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을 취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설을 취한다면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하에서의 화해판결은 승인ㆍ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부정설을 따르는 경우 미국의 집단소송에서의 화해는 법원의 엄

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의 화해와 달리 취급할 것인지가 중요

한 논점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272)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논평은 석광현(註 270), 44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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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

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

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

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2002. 9. 22. 개정되어 2003. 1. 1. 효력발생되기 전의 것) 제

1132조 내지 제113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법원이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되 사법절차에서 종국

적으로 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

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73)

이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

인판결은 ① 당사자 쌍방의 심문을 보장하는 대심적 소송절차 내에서 생

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법원서기가 제출된 문건만을 형식적으로 심

사하여 판결로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

므로 승인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원의 판

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는바,274) 이에 따르면 결

국 위 대법원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상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주요 개념 요소로서 ‘대립적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일 것’275)과 ‘법원이 책임을 지는 어떤 판단이 포함될 

273) 이 부분 설시와 관련한 판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승인판결은 원고의 승인판

결 신청이 있으면 법원서기가 사법기관이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

고의 채무승인진술서 및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확인진술서의 제출 여부만을 

검토하여 이를 그대로 판결로 등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 심문의 기회 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승인판결은 비록 그 명칭

이 ‘판결’이고 정식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피고가 심

문권 등 소송법상의 권리를 의도적ㆍ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하고 승인판결절차

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274) 구자헌,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83

호, 법원도서관, 2010, 335면.

275) 이에 대하여 석광현(註 270), 445면은 대립적 당사자 간의 절차일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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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276)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절차의 분석277)

제2장 제2절 Ⅴ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이익을 저버리고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 사

이의 담합에 의한 화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approval)를 받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CR 23(e)는 법원이 제안된 화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문절

차(hearing)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문절차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허가기준으로서는 공정성(fairness)ㆍ상당성(reasonableness)ㆍ적절성

(adequacy)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바,278) 제안된 화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는, ⅰ) 정보의 공개(Obtaining Information), ⅱ) 예비심

사절차(preliminary fairness review), ⅲ) 공정성 심리절차의 통지(Notice

of Fairness Hearing), ⅳ) 공정성 심리절차(formal fairness hearing)로 세

분할 수 있다.279)

우선 정보공개(Obtaining Information)와 관련하여 FRCP 23(e)(3)은 

“화해 등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제안된 화해 등과 관련된 일

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호 간의 심문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요건은 너무 

엄격하며 이는 별도의 방어권보장의 요건으로 이해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276) 즉 외국법원의 판결이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역할이 단순히 증서화하는 활동

(Urkundstätigkeit) 또는 공증적 기능(beurkundende Funktion)을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석광현(註 270), 447면.

277) 집단소송의 화해절차 전반에 대한 소개는 Ides/May(註 1), p. 953 이하 참조.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절차를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박철희, 증권집단

소송과 화해(2008), 80면 이하 참조.

278) FRCP 23(e)(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개최하여 제안된 화해나 소취하가 공정하고, 상당하며, 적절

한지를 확인한 다음에만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미치게 될 화해나 소취하를 허가

할 수 있다.

279) Fed. Judicial Ctr(註 15),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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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합의를 신고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이는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제안된 화해 등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이면합의가 있는지

를 법원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280) 법원은 진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합의서나 관련된 자료의 공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81)

다음으로 화해 허가를 위한 예비심사절차(preliminary fairness review)

는, 당사자들로부터 화해 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뒤 제안된 화해 등이 

FRCR 23(e)(1)에 따른 통지(notice)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FRCP

23(e)(2)에 따른 심문(hearing)을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미리 결정

하기 위한 절차로서, 대다수의 집단소송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비심사절차 단계에서의 법원의 심사기준도 결국 FRCP 23(e)(2)상의 공

정성ㆍ상당성ㆍ적절성인바,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

하여 당사자들은 통지와 심문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단계에서 허가에 대

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화해내용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

다.282)

법원은 예비심사절차에서 화해 등이 공정성ㆍ상당성ㆍ적정성을 갖추었

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이 미치게 될 구성원 전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화해 등의 내용 및 심문기일을 통지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하

며,283) 이때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외신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바,284) 구성원들은 이러한 통지 절차

(Notice of Fairness Hearing)를 통해 제안된 화해 등과 선택가능한 대안

들을 알게 됨으로써 화해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할 있게 된다.285)

280) Ides/May(註 1), p. 954.

281) Fed. Judicial Ctr(註 15), § 21.631.

282) Fed. Judicial Ctr(註 15), § 21.632.

283) FRCP 23(e)(1).

284) FRCP 23(e)(4).

285) Fed. Judicial Ctr(註 15), § 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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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인 공정성 심리절차, 즉 심문절차(formal fairness hearing)

에서는, 화해 지지자들은 제안된 화해안이 공정하고(fair), 상당하며

(reasonable), 적정함(adequate)을 소명하여야 하며, 반대자들은 미리 제

출한 서면을 통하거나 심문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화해안에 대한 반대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증인, 전문가, 선서진술서 등의 증거신

청을 할 수 있다.286)

결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법원은 제안된 화해안의 내용을 검토

하고 화해안의 제안자들로부터 제시된 허가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과 

증명뿐만 아니라, 화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자들로부터 제시된 

반대의견의 주장과 입증까지도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화해안이 공정

하고, 상당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화해안을 허가하게 된다.

3)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를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판결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상 승인287)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

결의 개념 표지로서 ‘대립적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일 것’

과 ‘법원이 책임을 지는 어떤 판단이 포함될 것’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승인 및 집행의 대

상인 외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양방향으

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6) Fed. Judicial Ctr(註 15), § 21.634.

287) 물론 이 대법원 판결은 집행판결의 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서 

승인의 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판결에서 

제시하는 ① ‘대립적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일 것’과 ② ‘법원이 

책임을 지는 어떤 판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집행판결의 두 가지 개념요소는 승

인판결에도 그대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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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① 법원이 진행하는 심문기일에서 화

해의 제안자, 지지자들은 화해의 공정성ㆍ상당성ㆍ적정성을 옹호하고, 반

대자들은 화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므로, 당사자 쌍방의 심문을 보장

하는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② 법원은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제출된 진

술서 및 심문절차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진술, 그 밖에 증인 또는 전문가

의 진술 등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화해안이 공

정성ㆍ상당성ㆍ적절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허가하게 되므로, 법원이 책임을 지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법적 쟁송절차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법기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분쟁의 종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은 최소한 그 외견상으로는 단순한 증서화 활

동이나 공증적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를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판결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주로 대립당사자구

조(adversarialness)가 후퇴하여 화해안 심사절차가 형해화됨으로 인해 

심문절차에서 화해안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련의 비판적 견해들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① 화해안의 공정성 심리를 위해 심문절차가 열

리기는 하나, 여기서는 제안된 화해안의 허가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

는 원고측과 피고측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화해안의 공정성ㆍ상당성ㆍ적

정성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증명만이 나열됨으로써, 쌍방 당사자 간의 

공격과 방어라는 대립당사자구조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288) ② 법원은 주로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진

술사항에 의존할 뿐이고 화해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인 조

288) Fed. Judicial Ctr(註 15),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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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289) ③ 화해안의 가치를 평가하고 문

제점을 지적해주는 반대당사자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화해를 찾아낼 법원의 사실인정 능력(fact-finding ability)이 그만큼 제한

되어 심사기능을 제도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290) 등이 그것이다. 이

러한 비판적 견해들에 따를 경우에는,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과연 

그 외관이 아닌 실질에 있어서도 대심적 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

게 되는 측면이 있다.291)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는 당사자 쌍

방에게 심문기회가 보장되는 대심적 소송절차 내에서 제안된 화해안의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는 엄

격한 절차로서 설계되었으나,292) 원ㆍ피고측 소송대리인이 화해안의 허

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대립당사자구조가 후퇴하는 

한편 법원은 사실인정 능력이 제약됨으로써 화해안에 대한 심사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승인 및 집행의 대

상인 외국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인ㆍ집행 요청을 받은 우리법원

이 위 두 가지 측면, 즉 미국 집단소송상 화해절차에서 나타나는 제도상

의 엄격성과 운영상의 느슨함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결론

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

289) Howard M. Downs, “Federal Class Actions: Diminished Protection for the

Class and the Case for Reform”, 73 Neb. L. Rev. (1994), p. 687.

290) Sylvia R Lazos, “Abuse in Plaintiff Class Action Settlement: The Need for a

Guardian During Pretrial Settlement Negotiations”, 84 Mich. L. Rev. (1985), p.

320-323 이하.

291) 그 밖에도 Jonathan R. Macey & Geoffrey P. Miller, “The plaintiffs'

Attorney's Role in Class Action and Derivative Litigation: Economic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Reform”, 58 U. Chi. L. Rev. (1991), p. 45-46에서는 

화해안의 허가신청을 기각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해안

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292) Ides/May(註 1), p.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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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이 있으나,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그 운영의 측면에서 현

실적 제약으로 인해 화해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

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대심적 소송절차에서의 심문과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이 FRCP 등 관계 법령과 사법관행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법원의 역할이 일종의 

증서화 활동이나 공증적 기능에 국한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

② 법원은 화해에 대해 그 전체로서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을 뿐 당사

자들의 협상(negotiation)절차를 통해 도출된 화해안을 수정할 수는 없으

나, 화해안의 특정 조항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결

과적으로 화해안의 재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점293) 등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판

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승인 및 집행 요청을 받은 

우리법원은,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상 미국 법원의 허가를 얻은 화해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할 수는 없겠으나,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정보

공개, 예비심사절차, 공정성 심리절차의 통지, 공정성 심리절차 등 최소

한 앞서 언급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함

으로써, 그 화해가 승인 및 집행 대상인 외국판결에 해당하는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가 승인 대상

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217조를 유추적용할 여지가 있으며,294) 입법론적으로는 향후 

재판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를 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295)

293) Fed. Judicial Ctr(註 15), § 21.61.

294) 화해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유추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로는 

석광현(註 270), 448면.

295) 입법정책적으로 재판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 및 공정증서 등을 집행의 대상으

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석광현(註 270), 448면; 구자헌(註 274), 327

면. 한편 석광현(註 3), 55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화해를 단순히 조서에 기재

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의 경우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더 나아가 이를 

판결의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외국에서 승인대상이 되는 판결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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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우리 민사소송법은 통상의 재판상화해에도 기판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재판상화해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력만 부여하

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기판력이 있

다면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여지가 있으나, 만일 기판력이 없다면 승인할 

수는 없고 집행의 가능성만 있다.296)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집단소송 판결

(judgement)의 기판력(res judicata)은 집단소송에서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297)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판결로는 Juris v. Inamed Corp. 판결298)

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11순회법원은, 실리콘 유방보형물의 시술로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하여 

전소인 집단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기판력(res judicat effect)에 

근거하여 이를 기각한 알라바마주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실리콘 보형물의 제조사는 1999년에 이미 원고의 

청구가 포함된 화해를 전소인 집단소송절차에서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06년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 주법원에 개별적인 소를 제기하는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소인 집단소송절차에서 적절한 통지(adequate

notice)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적절히 대표되지(adequately

296) 석광현(註 3), 57면.

297) Berry Petroleum Co. v. Adams & Peck et. al. (1975, C.A.N.Y.) 518 F.2d 402.,

한편 미국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관하여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이상윤,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의 효력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 ”, 민사재

판의 제문제(1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83면 이하 참조.

298) 685 F.3d. 1294 (11th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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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ed)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수적 공격(collateral attack)299)을 통해 

알라바마주 연방법원에서의 화해를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제11순회법원

은, ① 자신이 개별적인 통지(individual notice)를 받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해 통지가 적법절차(due process) 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판시하였으며,300) ② 또한 집단소송을 진행한 법원이 집단 구성

원의 상해의 존재 및 정도에 따라 하위집단(subclass)을 구성하지 않아 

자신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결국 원

고는 대표의 적절성이 흠결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집단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기판력(preclusive effect)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301)

이와 같이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는 기판력(res judicata effect

또는 preclusive effect)이 인정되므로, 이를 승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재판관할302)의 존재

가. 직접관할과 간접관할의 구별

국제재판관할은 우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

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와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

을 우리 법원이 승인ㆍ집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국인 당해 외국이 국

제재판관할을 가지는가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299) 영미법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소제기 외에, 후소에서 금반언 원칙에 따

라 전소 판결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그 효과를 피하기 위

해서 부수적으로 전소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부수적 공격이라고 

한다. 이상윤(註 297), 92면.

300) 685 F.3d. 1294, 1320.

301) 685 F.3d. 1294, 1329. 또한 이 판결에서는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의 기판력과 관련

하여 ‘res judicata effect’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685 F.3d. 1294, 1341.

302)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석광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법리”,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24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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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할이라 하고, 후자를 간접관할이라 한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은 간접관할의 문제이다.

간접관할과 직접관할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를 동일한 원칙에 따라 

판단303)하는 견해가 2002. 7. 1.자로 개정되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으로 분리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하의 

다수설인바, 다수의 국가 간에 동일한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0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

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이라고 

하여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305)

나. 간접관할의 기준

섭외사법과 구 민사소송법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명시

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역추지설, 관

할배분설, 수정역추지설 등의 견해가 있었으나, 섭외사법이 2001. 4. 7.자

로 전부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

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

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재판관할

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여기서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이란 간접관할의 맥락에서 보면 재판국인 

303) 독일에서는 이를 ‘경상의 원칙’(Spiegelbildprinzip, mirror-image principle)이라

고 한다. Wurmnest(註 167), p. 189.

304) 석광현(註 188), 273면.

305) ‘대한민국의 법령’이란 국제사법 제2조와 국내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말하고,

‘조약’이란 한국이 가입한 조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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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

자 또는 분쟁 대상이 당해 외국과 관련성을 갖는 것, 즉 연결점이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종

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306) 이러한 개정 국제사법 제2조

의 태도는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관련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되, 실질적 관련의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일응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검토하여 민사소송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발

생하는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기존 판례307)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

로 보인다.308)

다.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로서 원고집단에 포함된 경우의 문제

1) 제외신고(opt-out) 방식과 관할에 대한 원고의 동의 문제

일반적으로 외국 판결의 승인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요건은 재판국의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가 

자국 법원이 아닌 외국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원고는 외국에서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외국 

법원의 판결에 구속되겠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309)

그러나 관할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집단소송,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국면

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이 유형의 집단소송에 특유한 제외신고

(opt-out)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즉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는 원고가 

306) 석광현(註 302), 259면.

307) 대법원 1995. 11. 21.선고 93다39607 판결.

308) 임복희(註 186), 164면
309) Pinna(註 19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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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배제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집단에 포함

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소송의 관점에서는 손해

배상형 집단소송의 원고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미국 법원의 관할

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데서 

원고에 대한 법원의 관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Phillips Petroleum Co. v. Shutts

사건에서 부재구성원이 ① 대표의 적절성(adequate representation), ②

통지(notice), ③ 제외신고 기회(opportunity to opt out)라는 절차적 보호

를 제공받는 한 법원은 부재구성원에 대해 인적관할(personal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판시310)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이 미국 국민에 한정될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집단

에 우리 국민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의 법체계의 상이성, 언어적 장벽, 격지성으로 인한 우편 발송의 시차 등

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311)

2) 통지(notice) 및 제외신고(opt-out) 기회 부여와 관련한 문제

제2장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외국의 집단구성

원들에 대한 통지는 미국과 당해 외국 간 법체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용

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은 외국에 그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구성원에게 통지가 도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이해의 곤란은 당해 외국이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 영어

를 당해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중될 수 있다.31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소송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310) 472 U.S. 797, 811-12, 105 S.Ct. 2965 (1985).

311) Bassett(註 29), p. 63-64.

312) Bassett(註 29),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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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고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이 2005년에 도입되어 있고, 실제로 진

성티이씨 사건은 증권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구성원들에 대해 제외신고

의 개념ㆍ기간ㆍ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313)가 이루어진 경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 집단소송에서 

①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고지 요건 

및 위 진성티이씨 사건에 준하는 고지서 양식으로 ② 충분한 제외신고 

기간을 부여하여 통지한 경우라면, FRCP 23(c)(2)(B)에 따른 적절한 통지

(adequate notice)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대표의 적절성(adequate representation)과 관련한 문제

FRCP 23(a)(4)는 대표의 적절성 요건과 관련하여 ① 대표당사자와 집

단구성원들의 청구 간에 충돌이 없을 것, ② 대표당사자의 변호사가 유

능하고 경험과 자질이 있으며 당해 집단소송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장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집

단소송의 경우에는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우선 집단의 변호사(class counsel)들이 모두 미국인 변호사들인 경우

에는 미국인이 아닌 집단구성원들의 이익을 열정적으로 옹호할 것을 기

대하기 어려우며,314) 앞서 본 실리콘 보형물 사건에서 외국인 원고들이 

미국인 원고들에 비해 절반가량의 보상만 받은 사례를 고려하면 심지어 

대표당사자와 집단구성원들의 청구 간에 모순과 반대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만약 집단의 변호사에 해당 외국의 변호사가 포함되더라도 

313)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진 소송허가결정 고지임.

314) 그러나 변호사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한국인 구성원들의 이

익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집단소

송 절차에서 한국인 대표당사자를 두고 그 대표당사자에 의하여 한국인 구성원

들의 이익이 충분히 방어된 경우에는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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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에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가 당해 외국인 구성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집단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자질이 문제될 수 있다.315)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외신고형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고 

이를 실무에서 운영한 사례도 있으므로, 만약 ① 당해 집단소송의 집단 

변호사에 한국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② 그 한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에서 집단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③ 우리 국민인 집단구성원과 

미국인 집단구성원 사이에 집단소송의 배상액이 사회통념상 형평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을 집단구성원으로 포함한 

집단소송에서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FRCP 23(b)(3)에 따른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은 

그 제외신고 메커니즘으로 인해 부재구성원들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

과 관련하여 특수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 집단소

송의 경우에 더욱 가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Shutts 판결에서 제

시한 위 세 가지 요건인데, Shutts 판결의 요건은 우리 국민이 포함된 

국제적 집단소송의 경우에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선고된 집단소송 판결이 우리 법원에 승인 요청된 단

계316)에서 모두, 원고집단의 구성원인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

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소정의 요건들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Shutts 판결의 기준이 충족되어 원고인 우리 국민들의 미국 법원의 관할

315) Bassett(註 29), p. 70.

316)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통지 및 제외신고 기회 부여, 적절한 대표 요건을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요건이 아닌 공서 요건에서 제외신고 메커니즘의 공서 위

반 여부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Pinna(註 193), p. 58.



- 114 -

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3. 송달을 받았을 것

가.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 요건은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을 보

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미의 적법절차(due process) 내지 독일의 법적인 

심문(rechtliches Gehör)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송

달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단순히 송달을 받았을 것에 그쳐서

는 아니 되고, ‘적법성’과 ‘적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사소송

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여(밑

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를 명시하고 있다.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판국법이다. 다만, 피고가 재판국

에 송달을 받을 자를 두지 않아 사법공조의 방식에 의해 한국으로 송달

을 하고 그 재판의 승인ㆍ집행이 한국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그 송달은 

재판국법과 조약 및 우리 민사공조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어야 한

다.317) 한편 송달의 적시성은, 재판국법이 정한 송달기간의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의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외국 변호사를 접촉하기 위한 

시간, 적절한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통상절차인지 보전절차

인지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318)

317) 석광현,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2001),

361-362면.

318) 석광현(註 317),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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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달의 방법

한국에 소재하는 피고에 대한 국제적인 송달은 사법공조에 의해 이루

어진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민사 또는 상사

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이 장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이는 2000. 8. 1.자

로 발효하였으므로 같은 체약국인 미국 법원이 한국으로 하는 송달은 헤

이그송달협약에 따르게 된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당해 법정지법에 따라 ‘송달대리인’(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을 지정하였다면, 미국 법원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 기업의 본사에 송달할 필요 없이 그 송달대

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송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송달

의 적법성은 절차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재판국법에 따를 사항이기 때

문이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우편에 의한 송달 또는 

사적 송달이 이루어지고 미국 법원이 이에 기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우편에 의

한 송달과 사적 송달은 민사공조법의 취지에 반하고, 더욱이 한국이 헤

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0조 제1호에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

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체약국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

은 협약에 반하여, 그에 기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이 결여

되어 승인될 수 없다.319)

다. 우리 기업이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의 문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그 집단소송을 위

한 소장의 한국으로의 송달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319) 석광현(註 317),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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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94년과 2003년 판결(Napster 사건) 및 2005년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판결(Boehringer 사건)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1)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한국으로의 송달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는 근거

이는 앞서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4년 판결과 같은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제1항320)의 자의적 확대해석에 대한 경

계 필요성이다. 피고인 한국 기업 측에서는 제외신고 방식의 미국 집단

소송이 한국의 공서에 반함을 들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을 위

한 소장의 한국으로의 송달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이

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① 피촉탁국인 한국의 사법적 명령에 포함된 

근본원칙이 송달 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승격된다면 이에 따른 조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절차의 지연이 유발되어 국제적 사법공조가 훼손될 것

인 점, ② 송달협약에 국내적 공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피촉탁국인 

한국의 법적 관념을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일방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을 일

반조항(catch-all provision)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송달 단계에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이다. ① 송

달 단계에서는 피고인 한국 기업이 실제로 집단소송에 따른 막대한 규모

320)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

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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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② 만약 집단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지더라도 추후 한국 법

원에서 그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송달 자

체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의 송달 차단 시도의 무용성이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들로서 이들은 사

업 수행의 편의 등을 위해 미국에서 자회사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송달

하는 대신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를 모회사의 비자발적 대리인

(involuntary agent)으로 보아 송달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본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98년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사건 

판결321)에 따라 미국의 자회사에 대한 송달이 한국의 모회사에 대한 송

달로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송달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실

제로는 무익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한국으로의 송달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이는 앞서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3년 Napster 판결,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2005년 Boehringer 판결과 같은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

이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른 송달 거부의 가능성이다. 피고인 

한국 기업 측에서는 ①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대한 배상액을 앞세워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② 송달협약 제13조가 제공하는 보호는 국내적 공서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송달을 허

321)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486 U.S. 69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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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의 원칙이나 공서에 반하므

로, 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송달을 위한 사법공

조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송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으로의 송달을 막을 수 없다는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한국 법원의 승

인ㆍ집행 단계에서 당해 판결이 한국의 공서 등에 반함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어야 함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송달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인데, 피고인 한국 기업 측에서는 이처

럼 사후적으로 미국 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에 소재하는 한국 

피고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고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송달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게 될 것이다.

셋째,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집단소송의 배제 가능성이

다. 즉 헤이그송달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미국식 집단소송은 시장 질서

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상당 부분 공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소송에 

의한 사건은 사법(私法)보다는 공법(公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에 헤이그송달협약 제1조의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송

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피고인 한국 기업 측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한국으로의 송달 저지 가능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송달이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의 집행거

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제외신고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

이 우리나라의 국내적 공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 119 -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협약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한국의 ‘주권’ 또

는 ‘안보’의 침해라는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

인다. 독일에서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의 송달은 제13조 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322)

또한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 등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본 미국 연방대법원의 Schlunk 사건 판결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송달이 

모회사에 대한 송달로 인정되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

성이 상당하기 때문에,323) 송달 단계에서 한국으로의 송달을 적극 저지

해야 미국에 소재하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민사소송들이 

집단소송이라는 단일소송으로 통합되었다고 해서 민사사건이라는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989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애매한 분야에서는 가능한 넓게 해석’할 것이라고 한 

점324) 등을 고려하면, 미국식 집단소송에 시장 질서를 유지ㆍ형성하는 

일종의 규제적 기능325)이 있다고 하여 집단소송사건을 행정상 또는 공법

상의 사건으로 보아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의 한국으로

322) 석광현(국제민사소송법), 226면.

323) 석광현(註 188), 301면.

324) 석광현, “헤이그송달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

소송 제2권(2001), 292면.

325)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제1조에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 구제’(私法적 성격)와 ‘이를 통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公法적 

성격)를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양면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호문혁(註 100), 873면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의 목적인 기업의 투명성 강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법으로 또는 형사법적 방

법으로 달성할 것이지 새로운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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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달을 저지하려는 것은 향후 우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에서의 소송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도 없어 무익한 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326) 결국 송달문서의 수령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

하려는 것이 헤이그송달협약의 기본목적임을 고려하면,327) 한국 기업 측

에서도 송달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송달이 송

달협약의 요건을 충실이 구비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

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가. 공서의 개념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 요건은 승인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관념과 정의관념, 즉 승인국의 본질적인 법원칙

에 반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내법질서를 보존ㆍ방어하

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라고 규정328)하여 공

326) 김용진(註 72), 165면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이 논문 163면 이하는 미국에서 

class action의 피고가 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단계

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class action 사건의 관할을 주민 이익에 우호적인 주

법원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심리의 공정성이 확보된 연방법원으로 가져가는 

방안, ②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를 근거로 하여 class action의 소장 송달 공조

를 거부하는 방안, ③ 개시절차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부하는 방안, ④ 미국법원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을 거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327) 헤이그송달협약의 전문 참조.

328) 개정 전 제217조 제3호는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개정 민사소송법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법 하에서의 해석론

을 바탕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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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이 때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국내적 공서(domestic public

policy)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보다 좁은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를 의미한다고 한다.329) 따라서 우리 법의 내용과 다른 법

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공서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330)

나.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의 양자가 포함된다. 판결의 실

체법적 결과를 다루는 실체적 공서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 징벌배상 또는 삼배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331)과 강행법규 위반행위에 기한 외국판결의 승인 등이 있다.

329) 석광현(註 188), 305면.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도 “…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중재판정이나 승인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

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

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33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도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고, 위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

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331) 비단 class action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class action에서도 미국 법원이 과도

한 손해배상, 징벌배상 또는 수배배상을 명한 경우 우리 법원이 실체적 공서를 

근거로 당해 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설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이를 긍정하

는 입장이고(석광현(국제민사소송법), 379면 이하 참조), 우리 하급심에서도 징벌

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불허한 사례(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선고 2007가합1076 판결)가 있는바, 2014. 5. 20.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과 소송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대한 승인 거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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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관철되어야 하는 우리 법상의 절차적

인 기본원칙이 외국의 소송절차에서 침해된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은 절

차적 공서에 반한다.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절차법적 정의의 요구, 즉 절

차적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독립과 공

평의 원칙, 법적인 심문(rechtliches Gehör) 보장의 원칙, 당사자평등의 

원칙과 그 밖에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외국법원이 당

사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한 절차상의 상위를 절차적 공

서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332) 즉, 우리의 모든 강행적 절차법이 공서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절차가 우리 절차법의 근본원칙에 반

하는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법치국가의 절차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게 된다.

다.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로서 원고집단에 포함된 경우의 문제

기존에 독일에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지 

명시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독일인에게 미국 집단소송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고려하여 운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제2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673, 이군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 4.), 13면.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

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

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

려하여야 한다.

332) 석광현(註 188),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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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33) 독일에서의 논의는 제4장 제3절에서 다룬바 있는데, 우리 국민

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부재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절 Ⅱ. 2. 다.에서 국제재판관할 

관련 논점으로 다룬 ‘대표의 적절성’(adequate representation), ‘적절한 

통지’(adequate notice) 및 ‘제외신고 기회’(opportunity to opt out) 부여

에 관한 문제는 제외신고 방식의 공서위반과 관련한 핵심쟁점이긴 하나,

국제재판관할에서의 논의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1) 우리나라에서의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존재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승인이 승인국의 공서에 반하는 것인지

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출된 유럽 국가들의 전문가 의견(expert

declaration)은 우선적으로 당해 승인국에 제외신고 방식 집단소송이 도

입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법원도 원고집단에 외국

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단허가 단계에서 우월성 요건을 판단하면서 

당해 승인국에 제외신고 방식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중요사항으로 검토하

곤 했는데, Vivendi 사건에서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독일의 경

우 자본투자자 표준소송(KapMuG)이 있긴 하나 이는 집단소송과는 다른 

것이어서 독일법은 여전히 집단소송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독일

에서의 공서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독일인 원고들을 집단에서 배제시

킨 것과334)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외신고 방식에 상응하는 형태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 의

해 허용됨을 이유로 프랑스에서의 공서 위반 가능성을 부정하고 프랑스 

원고들을 집단에 포함시킨 것335)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Royal

Ahold 사건에서, 집단소송 절차에서의 화해(class settlement)를 허가한 

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은 네덜란드 법원이, 미국에서의 

절차가 네덜란드의 집합분쟁화해제도(WCAM)와 유사함을 강조하며 이

333) 석광현(註 188), 317면.

334) 242 F.R.D. 76, 104-105.

335) 242 F.R.D. 7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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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인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공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같

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2005. 1. 1.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을 통하여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한 것을 두고 미국 법

원의 집단허가 절차에서의 결론과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

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은 

증권관련부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증권집단소

송이 아니라 예컨대 제조물책임 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인 경우에는, 그 집단소송의 판결을 승인하는 것

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절차에서는, ① Vivendi 판결 등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적 집단소송의 집단허가에 관한 미국 법원의 기본적

인 태도는 우월성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승인국에 제외신고 방식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뿐 특정 분야별로 제외신고 방식의 도입여부

를 살펴 승인국의 공서위반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 점, ② 증권관련 집

단소송법 도입 당시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제도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결국

은 한국의 소송법체계에 편입된 점, ③ 제3장 제5절 Ⅱ.에서 본 바와 같

이 한국에서는 근자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의가 부각됨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를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다수의 개정법

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점,336) ④ 한국에서는 비교적 소액의 피해

를 입은 개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등

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이나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소구할 

336)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는,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3호, 법

무부(2013.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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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337) 소액다수 피해자

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증권집단소송

의 경우 집단소송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미국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집단소송은 물론 비증권집단

소송 즉 제조물책임 또는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원인

으로 하는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는 것 또한 한국의 공서에 반하지 않

는다고 하여 집단허가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요청을 받은 우리 법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증권집단소송인 때에는, ① 비록 제외신고 방식이 우리 민사

소송법에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지만 단순한 절차상의 

상위는 절차적 공서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우리나라가 2005.

1. 1.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하여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점338)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소송이 제조물책임 또는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비증권집단소송인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공서 위반을 이유로 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

337) 현대ㆍ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지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인해 차량 구매

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2013년 말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약 4,190억 원,

2014년 초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약 680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한 화해안에 동

의했으나, 국내소비자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현대ㆍ기아차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

비와 차이 날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중앙일보, 2014. 2. 19).

338) 한편 실체적 공서위반과 관련하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징벌배상(punitive

damage) 또는 삼배배상(treble damage) 등의 비전보적 배상을 명한 미국 판결의 

공서위반 여부가 논의되어 왔는바, 석광현(註 270), 475면에서는 우리나라가 

2011. 6. 30.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삼배배상을 도입

한 이상 삼배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당연히 우리의 공서에 반

한다고 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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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① 비록 우리 법제가 증권소송분야에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우리 법체계에 매우 이질적인 제도로

서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파괴339)하고 우리의 소송제도를 심

각하게 혼란, 훼손340)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에 

있어서도 당해 집단소송이 증권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인 접

근을 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네덜란드의 경우 미국의 집단소

송과 네덜란드의 집합분쟁화해제도(WCAM)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암

스테르담 지방법원이 Royal Ahold 사건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화해를 승

인ㆍ집행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WCAM은 증권거래법 같은 특정 영역으

로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제도가 아니라 민사 및 상사 영역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절차341)이므로,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한 우

리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 그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342) 집단에서 

배제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은 전통적인 유럽의 소

송법체계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체계간의 마찰이 독일에서

는 법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right to be heard)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조

명된바 있고, Vivendi 사건에서도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독일에

서의 집단소송 판결 승인은 독일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적 심문을 

받을 권리와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피고 측 전문

339) 오정후(註 100), 281면.

340) 호문혁(註 100), 873면. 미국의 class action과 같은 제외신고(opt-out)의 형태는 

개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지

적은 정선주(註 80), 267면.

341) Tzankova/van Lith(註 92), p. 68.

342) Pinna(註 193),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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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견을 받아들여 독일 투자자들에 대한 집단허가 신청을 기각한바 있

다.343) 일본을 통해 독일의 민사소송법(Zivilprozeßordnung)을 계수한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집단소송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제외신고를 하

지 않은 한국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 등 한국의 절

차적 공서에 반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4)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

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

로 원고집단에 포함된 집단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제의사를 명시적

으로 밝히지 않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면 

한국인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법적 심문을 받지도 못한 채 미국 법원

의 판결에 구속되므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

게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

에, 미국의 집단소송절차에서 ①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에게 ⅰ) 우리 증

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고지 요건에 준하는 양식으로 ⅱ) 한국과 미국 

간의 격지성으로 인한 우편 발송의 시차가 충분히 반영된 통지가 이루어

져 FRCP 23(c)(2)(B)에 따른 적절한 통지(adequate notice) 요건이 구비되

고, ② 당해 통지에 집단소송절차에서 제외신고가 갖는 법률적 의미 등

343) 242 F.R.D. 76, 104-105. 한편 독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심문청구권’(審問請求

權)을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정선주, “심문청구권”, 고시연구 18권7호(208호),

고시연구사, 1991년, 51면 이하,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법적심문청구권’에 대

한 설명은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 21집, 헌법재판

소, 2010년, 52면 이하 각 참조.

344) 김용진(註 72), 174면은 “당사자는 재판청구권의 일종으로서의 당사자권을 가지

고 자신의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절차개시 당시 내지는 

절차참가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opt out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되

지 않는 소극적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opt-out 제도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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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번역이 포함되어 통지를 받은 한국

인이 실제로 제외신고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to opt out)를 유의미

하게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구성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공서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45) 이러

한 요건에 더하여 독일에서는 당해 통지가 헤이그송달협약의 요건을 엄

격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공서위반이 없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346)

민사소송법상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요건은 ‘피고’에 대한 것이므

로 집단소송의 ‘원고’인 부재구성원에 대한 ‘통지’(notice)와는 구별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인 한국인 구성원에 대한 통지에 있어

서 송달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의 준수를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서 공격ㆍ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고 판시

하였는바,347)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의 권리가 적극 

옹호되지 못할 경우 재판에서의 공격ㆍ방어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공서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회사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유방 보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절차에서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료센터에서 의

료수가에 맞게 치료를 받을 것이므로 미국인들보다 배상금액이 적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48) 따라서 특히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①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의 집단 변호사에 한국 변호사

가 포함되어 있고, ② 그 한국 변호사가 집단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풍부

345)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증권집단소

송이면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와 우리 법원에서의 승인ㆍ집행이 모두 긍정될 가

능성이 클 것이나, 비증권집단소송이면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허가는 이루어지고 

우리 법원에서의 승인ㆍ집행은 공서 위반을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346) Stürner(註 196), p. 111 이하.

347) 헌재 1998. 7. 16. 선고, 97 헌바 22, 헌재판례집 제10권 2집, 218면 이하.

348)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보형물과 관련한 집단소송인 이른바 실리콘소송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58-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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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으며, ③ 한국인 집단구성원과 미국인 집단구성원 사이에 

집단소송의 배상액이 사회통념상 형평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어 

FRCP 23(a)(4)의 대표의 적절성(adequate representation) 요건을 구비하

여야, 재판에서의 공격ㆍ방어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공서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49)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은 그 소송참여의 방

식 및 기판력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외신고(opt-out)라는 독특한 방식

을 채택함으로써, 그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공서위반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으로 제외신고 방식의 집

단소송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증권집단소

송인 경우에는 우리 소송법체계가 제외신고 방식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

로 공서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공서요건이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①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져 부재구성원인 한국원고가 실제로 

제외신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 ②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절차에서 한국인 대표당사자가 선정되고 필요한 경우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에 의해 한국인 구성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절차

적 보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침해로 인한 공서위반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349) 다만, 집단소송 절차에서 한국인 대표당사자를 두고 그 대표당사자에 의하여 

한국인 구성원들의 이익이 충분히 방어된 경우에는 비록 한국 변호사가 포함되

어 있지 않더라도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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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의 근자의 유력설은 집단소송제도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검

토하는데, 이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원고측에 독일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관한 논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50)

첫째 유형은 FRCP 23(b)(1) 또는 23(b)(2)에 규정된 금지 또는 확인적 

구제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 유형에는 클래스 구성원의 제외신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통지가 의무적이지 아니하므로, 집단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법적인 심문(right to be heard)을 받을 독일인 구성원

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 이 경우 집단소송판결의 승인은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고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를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둘째 유형은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으로서, 이 유형에

는 제외신고권이 존재하고 집단허가 시 구성원 전원에 대한 통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는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 판결 승인에 대하여 앞서 검토

한 내용과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통

지와 제외신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절차적 공서 위반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형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간에 이미 화해의 조건에 관하

여 협상한 뒤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집단허가와 당사자 간에 협상

된 화해 조건에 대한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settlement class

action' 또는 ’settlement-only class action'이다. 이 유형도 FRCP 23(b)(3)

에 속한다. 이 경우 불참 구성원들에게 소송과 화해에 관하여 통지가 이

루어지는데, 통지 당시에는 참가 구성원들과 피고 간에 이미 화해를 한 

뒤이므로 불참 구성원들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화

해의 승인은 독일의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고 한다. 이른바 settlement

class action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집단소송에

350) 이하의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Friederike Höffmann, Class action settlements

und ihre Anerkennung in Deutschland (2013), S. 342ff.의 내용을 석광현(註 3),

75-76면에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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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통지에 대해 그 실행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그 본래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타당

한 결론으로 보인다.

라. 관련 문제: 기일 전 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의 문제

집단소송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집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

ㆍ집행 시 미국 법원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기일 전 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가 문제될 수 있다.351) 기일 전 개시절차란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모색을 위해 제소 후 변론 전에 하는 증거조사의 방식인데,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

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는 ‘모색적 증명’이 금지되기 때문에,352) 기일 전 

개시절차에 기한 미국 법원의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ㆍ집행하는 것이 한

국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353)

351)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class action의 피고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

352) 이시윤(註 263), 455-456면. 다만 다수의 소액피해자가 제기하는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막아 양쪽 당사자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모색적 증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353) Class Action과 관련하여, 당초 기일 전 개시절차의 문제는, 판결의 승인ㆍ집행 

이전에 증거조사에 관한 사법공조 차원의 문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2009. 12. 14. 1970년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가입 시 동 협약 제23조에 따라 기일 전 개시절차를 목적으로 작성된 요청서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여, 미국 측의 개시절차를 위한 사법공조에 대해서

는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사법공조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FRCP

에 따라 외국영토에 소재하는 증거에 대해 직접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Société Nationale Industrielle Aéropatiale et al. 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Iowa, 482 U.S. 522; 107 S.Ct. 2542 (1987)),

만약 피고인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의 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미국 소송에서 불

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의 

개시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에 소재하는 문서의 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를 상정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시절차의 문제는 사법공조의 

차원을 떠나 개시절차에 기초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의 문제로 전환된다. 김용진(註 72), 165면. 위 미국 판결의 소개는 석광현(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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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판결의 승인

에 관한 한 기일 전 개시절차가 그 자체로 독일의 공서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판결을 계기로 독일의 기업변호사

들이 좀 더 이른 단계에서 미국에서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4장 제3절에서 본 바 있는 독일로의 ‘송달’의 저지에 

관한 Napster 사건과 Boehringer 사건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354) 국

내에서도 기일 전 개시절차가 한국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기일 전 개시절차가 개별 사안에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과도

한 모색을 요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한 판결의 

집행은 절차적 공서에 반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355) 이 견해가 타당하

다고 보며, 결국 기일 전 개시절차에 기한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ㆍ집행 

문제는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상호보증의 존재

가. 상호보증의 취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란 우리나라가 외국재판을 승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외국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 상호주의

(reciprocity)가 보증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는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

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호보

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356)

민사소송법), 283면 이하 참조.

354) von Hein(註 169), p. 111.

355) 석광현(註 188), 316-317면.

35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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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과 한국 간에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조약 등에 의해 규정될 필요는 없고 당해 외국의 법령, 판례 또는 

실제의 관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승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족하다.357)

나.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은 “상호보증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

사소송법 제203조에 규정한 내용과 같든가 또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재판국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관대한 조건 하에 한국 판

결을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상호보증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 후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폐기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

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재판국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건 하에 한국 재판을 승인하면 족하다는 보다 완화된 입장을 취

하였다. 과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외국판결의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최

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358)

357) 석광현(註 188), 321면.

358) 석광현(註 188), 323면. 2014. 5. 20.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사소

송법에서 구체화된 상호보증의 요건도 이러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673, 이군현의원 대표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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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법원의 금전판결과 부분적 상호보증의 문제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 또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신분판결 또는 재산판결과 같은 동종의 판결에 관하여만 상호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결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승인 요건 및 

효력 등을 세분하여 상호보증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개별화해야 하는바,

이를 ‘부분적 상호보증’이라고 한다.359) 예컨대 미국 법원의 금전판결이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이하 “UFMJRA”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UFMJRA상의 승인

요건과 우리 민사소송법의 그것을 비교해야 하고, UFMJRA이 적용되지 

않는 양육비지급판결이라면 그 분야의 판결에 관한 당해 법상의 요건을 

검토한 뒤에 상호보증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은 

없고 이는 각 주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승인ㆍ집행의 요건은 주에 관

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특히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외국판결의 승

인과 집행에 관한 기준으로 UFMJRA 또는 통일외국국가금전판결승인법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이하 

“UFCMJRA”라 한다)을 채택하여 어느 정도 법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360)

미국과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UFMJRA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1995. 3. 14. 선고 94나11868 판결은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 4.), 7면. 참고로 개정 전 제217조 

제4호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359) 석광현(註 188), 325면.

360) UFMJRA 및 UFCMJRA의 각 주별 채택 현황 등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

한 미국법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임복희(註 186), 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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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으로 ①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②

재판관할권의 존재, ③ 적법한 송달, ④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

결이 아닐 것, ⑤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민사

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밑줄

은 저자가 추가함),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채택된 UFMJRA와 우리 민

사소송법의 승인요건을 비교하고 캘리포니아주와 한국 간에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부분적 상호보증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

된다.361) 미네소타주에서 채택된 UFMJRA와 우리 민사소송법의 승인요

건을 비교하고 미네소타와 한국 간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시한 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이다.

한편 UFCMJRA는 현재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UFCMJRA와 관련하여 2009. 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309 판결

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 Judgements Recognition Act, 이하 

‘승인법’이라 한다)은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으로 적법절

차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재판관할권의 존재, 적

법한 송달,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결이 아닐 것,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승인법

이 정한 동종판결의 승인요건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

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부분적 

상호보증에 관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UFCMJRA을 채택한 캘리포니아

361) 석광현(註 188),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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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9. 4. 24. 선고 2007가합1076 판결 역시 UFCMJRA을 채택한 

워싱턴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시하였다.362)

이상의 하급심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UFMJRA와 UFCMJRA에 따

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은 ①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② 재판관할권의 존재, ③ 적법한 송달, ④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결이 아닐 것, ⑤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바, ①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요건 중 절차적 공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에 대응하는 요건이고, ②

는 제1호의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요건에, ③은 제2호의 송달요건에, ④는 

제3호의 공서요건 중 절차적 공서요건에,363) ⑤는 제4호의 공서요건에 

362)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워싱턴주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의 집행요건이 문제된 

사례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워싱턴주에서 외국판결의 집행요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싱턴주에서는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와 동일한 취지의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통일외국금전판

결승인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워싱턴주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비슷한 조

건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워싱턴주 사이에는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 보증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363) 석광현(註 188), 314면. 한편 사기에 의한 재판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은,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

기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판결인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외국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

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므로, 위조ㆍ변조 내지는 폐기된 서류를 사용하

였다거나 위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판결을 얻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재심사유에 관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판결국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받

을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외국판결을 무효화하는 별도의 절차를 당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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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응하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보

증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국법상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요건은 

우리법상의 그것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판결에 관한 한 UFMJRA 또는 UFCMJRA를 채택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큰 문

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FRCP 23(b)(3)의 손

해배상형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법원의 판결은 모두 금전판결이므로 그 

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승인의 절차 및 효력

가. 자동적 승인과 기판력의 확장

승인요건을 구비한 외국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사법적인 확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이를 ‘자동적 승인'(automatische Anerkennung)이

라고 한다.364) 한편 승인요건을 구비한 외국재판은 당해 외국에서 가지

는 기판력, 형성력 등을 국내에서도 갖게 되는데,365)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외국재판의 승인의 본질을 효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독일의 ‘효력확장

설’(Wirkungserstreckungstheorie)에 따라 승인요건을 구비한 외국재판은 

재판국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한국에서 가진다는 견해, ②

독일의 ‘동등설’(Gleichstellungstheorie)처럼 한국에서 승인된 외국재판은 

한국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③ 독일의 절충설인 ‘누적

설’(kumulationstheorie)과 같이 원칙적으로 재판국법에 의하나 승인국법

상 당해 외국재판에 상응하는 재판의 효력을 한도로 재판국법의 효력을 

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내지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64) 석광현(註 188), 337면.

365) 다만, 외국재판의 집행력은 외국에서는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국내에서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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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바, 외국재판의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확보하기 위

해 외국재판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한다는 승인의 취지와 본질에 부

합하는 효력확장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로서 타당하다.366)

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제한 필요성

우리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미치

는데(제218조), 이 경우에도 효력확장설이 타당하나, 다만 class action의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absent member)에게도 미

치기 때문에367) 공서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368)

이러한 공서위반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논의로 미

국 내에서 집단소송의 기판력이 제한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ansberry v. Lee 판결369)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

거나 적법한 송달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송

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 영미법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선고된 판결은 연방 헌법 제4조의 full faith and credit이 

없는 것이 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연방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집단소송이고,

이러한 집단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370)이나, “대표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구성원을 실질

366) 석광현(註 188), 340면.

367) “judgment in properly entertained class action is binding on class members

in subsequent litigation.” Cooper v.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1984,

US) 81 LEd.2d 718. 한편 이러한 기판력의 효과가 집단소송에서 화해

(settlement)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68) 석광현(註 188), 340면.

369) Hansberry v. Lee, 311 U.S. 32, 61 S.Ct. 115, 85 L.Ed. 22 (1940).

370) 311 U.S. 32, 40-41, 61 S.Ct. 115, 85 L.Ed.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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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적법하게 대표하는 경우에만 구성원이 판결에 기속될 수 있

다”371)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이유로 

판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전소의 소송절차를 검토하여 

①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절차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②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에서 적절한 통지(notice)를 받

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372) 이 판결 이후 집단소송 판결

에 대해서는 전소인 집단소송에서 구성원이 적절히 대표되었는지 여부와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통지를 받아 제외신고(opt-out)를 할 기회를 가졌는

지 여부 등을 다투는 것을 통하여 후소에서 당사자가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소송 판결을 우리 법원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당해 

집단소송의 판결 절차에서 부재구성원(absent members)인 한국인의 이

익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못하였거나 이들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인 

부재구성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유형별 고찰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이 문제되는 것은 미

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한국인이 원고집단에 포함되거나 한국 

기업이 피고가 된 경우일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의 국제화 경향과 

기업 활동의 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관

련된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바, 이 

절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안의 유형을 크게 증권집단소송과 이를 제외한 

371) 311 U.S. 32, 42-43, 61 S.Ct. 115, 85 L.Ed. 22 (1940).

372) 311 U.S. 32, 40, 61 S.Ct. 115, 85 L.Ed.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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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Ⅰ.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1. 발생 가능한 사안의 유형별 분류

자본시장이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증권발행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증

권관련소송의 세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도 

비록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종결되었으나 미국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를 대표하

여 미국 투자자가 LG 디스플레이를 피고로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손

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373) 앞서 검토한바 

있는 Vivendi 사건이나 Royal Ahold 사건도 각각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국제적 

증권집단소송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또한 증권발행자가 미국 이외의 국

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증권의 매입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와 원고 집

단에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① 미국 이외의 국가의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② 미국 외 거

래소에서, ③ 미국인이 아닌 자가 매입하고,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 ‘3면적 외국관련소송’(foreign-cubed litigation) 소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세 가지 기준, 즉 ‘증권발행자인 피고 회사의 설

립지’, ‘증권의 매입지’, ‘원고집단에 속하는 투자자(매입자)의 국적’에 따

라,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소될 수 있

는 사건의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373) In re LG Philips LCD Co., Ltd. Securities Litigation, Civil Action No.

07-CV-909 (December 17, 2010, S.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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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의 유형별 분류

2. 유형별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찰

가. 증권의 매입지가 한국인 경우(1ㆍ2ㆍ5ㆍ6유형)

제4장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374)은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transaction test'를 제시하였

는바,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매수하였거나 미국 

내에서 증권을 매수한 자만이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10조(b)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75) Morrison 판결에 따를 경우 위 유형 중 

증권의 매입지가 미국이 아닌 한국 증권거래소인 1ㆍ2ㆍ5ㆍ6유형 사건

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국적이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를 불문하고 기

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미국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374)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130 S.Ct. 2869 (2010).

375) 130 S.Ct. 2869, 2888.

피고

(증권발행자)
증권의 매입지

원고집단

(투자자)
비고

1유형 한국 회사
한국 증권거래소

한국 투자자

f-cubed

2유형 미국 회사

3유형 한국 회사
미국 증권거래소

4유형 미국 회사

5유형 한국 회사
한국 증권거래소

미국 투자자

f-squared

6유형 미국 회사

7유형 한국 회사 미국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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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Morrison 판결의 결론과 다른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1ㆍ2ㆍ5ㆍ6유형은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법원은 물론 한국에서도 승인ㆍ집행 관련 논의가  

다루어질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나.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

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3유형)

3유형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Morrison

판결에 따르더라도 미국 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와 한국에서의 승인ㆍ집행 단계에서 집

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 문제가 각각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유무

간접관할의 맥락에서 재판국인 외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는, 국제

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재판국인 외국과 실질적 

관련을 갖는지 여부, 즉 ‘실질적 관련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되,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참작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은 제1절에서 본 바와 같

다.376)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7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아59788 판결 이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

다71908, 71915 판결과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은 추상적 

법률론을 설시한 뒤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 고려할 제요소들을 열거하면서 실질

적 관련으로부터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결론을 직접 도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러한 일련의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과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은 석광현(註

270), 458-4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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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

로 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체로 허위공시와 기망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10조(b)를 한국 회사가 

위반했음을 근거로 할 것이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8조377)의 불법행

위지의 재판관할은 국제소송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378)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불법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되므로, 미

국 법원은 피고인 한국 회사의 허위공시 또는 기망행위가 미국에서 이루

어졌다면 행동지로서, 한국에서의 허위공시 또는 기망행위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과발생지로서 국제재판관

할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 제12조379)의 영업소의 특별관할이 문제될 수 있다. 제12

조는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규칙이므로 당해 미국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가 한국 회사의 증권발행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 영업소의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때 한국 회사가 미국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독립한 법인격

을 갖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제12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나, 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마치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

377)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78) 석광현(註 188), 284면. 한편, 석광현(국제민사소송법), 105면에 따르면 그 근거

는, ① 법적 평화의 유지에 대하여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② 불법행위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이 예견가능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편

리하며, ③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점

이라고 한다.

379) 민사소송법 제12조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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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또는 영업소인 것과 같은 권리외관을 형성한 경우에는 제12조가 적

용될 가능성이 있다.380)

또한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영업소의 소재를 근거로 특

별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고가 영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

해 재판국에서 업무 내지 거래를 하는 것을 근거로 특별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이른바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activity based

jurisdiction)이라고 한다.381) 만약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영업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 이러한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질적 관련’이 있음을 강화하

는 근거로는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제11조382)의 재산소재지의 관할이 문제될 수 있는데, 재산소재를 

근거로 일반관할 내지는 광범위한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관

할’(exorbitant jurisdiction)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① 재산가액이 청구금액을 상회하거나, ②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380) 석광현(註 188), 286-287면. 한편 고엽제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

고 2002나32662 판결은 “피고들의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사무소, 영업소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거나 또

는 마치 위 자회사들이 모회사인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인 것과 같은 권

리외관을 형성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위 

자회사들을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보고, 이에 기하여 한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381) 석광현(국제민사소송법), 110면.

382) 민사소송법 제11조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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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국내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소재할 것, 또는 ③ ‘법적 쟁송의 

충분한 내국관련’이 있을 것 등이 요구383)된다고 한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위에서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어 미

국 법원과의 충분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의 피고 한

국 기업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 외에도 한국 기업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법

원에 출석해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384)의 변론관할 규정에 따라 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변론관할은 ‘복종’에 기초한 관할로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이러

한 변론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이다.385)

383) 석광현(註 188), 287-288면. 이와 관련하여 고엽제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은 “일반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소유의 

재산이 제소 당시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바로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의 편의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재산이 우연한 결과로서 국내에 소재하게 된 경우

에도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국내에 그 재산이 소재하게 된 경위를 불문

하고 재산의 국내 소재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면 외국에 있

는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당해 재산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지는 않더라고 적어도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으로 소재하고 있다든가 한국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인정받

고 있어야 하고 또한, 판결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가액이 청구금액이나 

승소가 예상되는 금액에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 법원

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여 한국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384)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

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

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385) 석광현(註 188),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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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

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아니라 피고

인 한국 기업이 소재하는 한국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

제될 수 있다.386) 그러나 여기에서 ‘전속관할’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

서의 전속관할, 즉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토

지관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전속적 토지관할을 

규정하였더라도 그를 기초로 당연히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387) 따라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의 존재가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

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3유형

의 경우 불법행위지의 관할, 영업소의 특별관할,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등을 통해 당해 분쟁 또는 당사자와 미국 

법원 간의 실질적 관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

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의 전속적 토지관할 규정으로 인해 양국 

간에 관할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한국 기업에 대한 송달요건의 충족여부

이 장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 소재하는 피고 기업에 대한 송

달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이

루어진 경우라면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갖추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요건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386) 김용진,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동아법학 제52호 (2011), 763면은 “우리나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하므로(전속관

할), 이 범위에서 양국 사이에 관할(사법)충돌이 발생한다”고 한다.

387) 석광현(국제민사소송법), 130-131면.



- 147 -

편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당해 법정지법에 따라 ‘송달대리인’(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을 지정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에 소재

하는 한국 기업의 본사에 송달할 필요 없이 그 송달대리인에게 송달함으

로써 송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독일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

의 한국으로의 송달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의 Schlunk 사건 판결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송달이 모회사에 대한 송달로 인정되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시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공서요건의 충족여부

3유형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부재구성

원으로서 원고집단에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의 집단소송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지 명시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인에

게 미국 집단소송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한국의 절차적 공서에 반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1절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으로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송법체계가 제외신고 방식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서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88) 다만 모든 경우에 공서요건이 자

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투자자에 대

해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져 부재구성원인 한국 투자자가 실제로 제외신

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389) ② 미국에서의 집단소

388) 김용진(註 386), 765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389) 앞서 언급한 LG 디스플레이 사건에서도 LG 디스플레이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S)를 매수한 한국인 투자자 또는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보

통주를 매수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계속 및 화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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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차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에 의해 한국인 부재구성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것 등의 절차적 보호가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에만 재판받을 권리 또는 법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

의 침해 등으로 인한 공서위반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390)

4) 상호보증의 존부

금전판결에 대하여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기준으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FMJRA) 또는 통일외국국가금

전판결승인법(UFCMJRA)을 채택하고 있는바, 미국과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은 UFMJRA 또는 UFCMJRA에 따른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대체로 ①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② 재판관할권의 존재, ③ 적법한 송달, ④ 사위

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결이 아닐 것, ⑤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으

로 정리하고 있음은 제1절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요건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요건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

으며 오히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보증은 요구하고 있지 않

으므로, FRCP 23(b)(3)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 의한 미국법원의 금전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는 상호보증이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대한 통지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이루어진바 있다. 당해 한국어 양식의 통지는 

<www.gilardi.com/pdf/LGPHILIPSnotkor.pdf> 참조(2015.1.20. 마지막으로 조사).

390) 이와 같은 통지 및 제외신고 기회의 부여, 대표의 적절성 요건을 부재구성원인 

원고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로도 다룰 수 있음은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으나 논의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공서요건으로만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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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

행회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3유형) 그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

춘다면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는 물론 한국 법원의 승인ㆍ집행

단계에서도 그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공서에 위

반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미국 회사

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4유형)

4유형은 피고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3유형과 차

이가 있는데 집단 소송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미

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용

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송달과 관련한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에서 3유형과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대체로 3유

형에서 검토한 것과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투

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391)의 발행회사인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4유형)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

을 갖출 경우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그 승인 및 집행 가능성

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유형은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

391)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직접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

하는 증권포털서비스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외화증권 주식 직접투자 결제

금액은 … 2013년에는 56억2676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국내 투자자의 미국 해

외 주식 거래종목은 2335개로 그 투자금액은 총 1조1126억에 달하며 주요 거래

종목은 테슬라모터스(830억6700만원), 애플(664억3300만원), 치후테크놀로지(478

억1600만원), 구글(341억9500만원) 등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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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인 투자자가 부재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인 투

자자와 미국인 투자자 간의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인한 절차적 공서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①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의 집단 변호사에 

한국 변호사가 포함될 것, ② 그 한국 변호사가 집단소송 수행과 관련하

여 풍부한 경험이 있을 것, ③ 한국인 집단구성원과 미국인 집단구성원 

사이에 집단소송의 배상액이 사회통념상 형평에 맞게 책정될 것 등의 요

건을 구비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의 공격ㆍ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필

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에서는 그 피해액

이 특정시점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보유수량 등에 의해 계량

화될 것이므로 실리콘소송과 같은 제조물책임소송과는 달리 배상액을 산

정함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의 적절성 

요건이 다소 완화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미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

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7유형)

7유형은 원고가 한국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 투자자라는 점에서 3유형

과 차이가 있는데,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는 원고 집단에 한국

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월성 요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법원의 승인ㆍ집행 단계에서도 공서요

건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Ⅱ. 기타 집단소송의 경우

1. 발생 가능한 사안의 유형별 분류

오늘날 기업 활동의 세계화, 즉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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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월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활동과 관련한 소송도 당해 기업의 

설립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기되거나, 원고 집단이 당해 기업의 직

ㆍ간접적인 활동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로 구성되는 등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반독점법 위

반으로 미국에서 처벌을 받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기업의 소비자

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미국 법원의 집단

소송에 원고로 등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

로는 미국노선 운임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대

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상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

건392)이나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제조사를 상

대로 미국 수입업자 및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으

며,393) 후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① 피고 회사의 설립지, ②

392) 대한항공은 운임 담합으로 2007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같은 해 8월에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 16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운

항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당했다고 하며(동아일보,

2007. 8. 15), 그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2013년 65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

루어졌다고 한다(세계일보, 2013. 8. 16).

393) 공정위는 위 라면 4개사의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12년 7월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이 이들 회사의 가격 담합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7월 라

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리스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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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집단에의 한국인 포함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비증권집단소송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표2>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비증권집단소송의 유형별 분류

2. 유형별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찰

가.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1유형):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미국노선 운임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39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미국노선 운임 담합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

고 집단에 특정 기간 동안 동 항공사들의 한국과 미국 간 항공기를 이용

한 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한국인 승객들도 포함395)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

394) 1유형 내에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건

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미국 노선 항공 

운임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서술할 2유형과 3유형도 

실제 사건화되었던 사례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395)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국인 승객 2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상대로 2009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동아일

보, 2009. 9. 5).

피고 원고집단 비고

1유형 한국 회사 한국인 포함
예)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미국노선 

운임 담합 사건

2유형 미국 회사 한국인 포함 예) 다우코닝 실리콘 보형물 사건

3유형 한국 회사
미국인

(한국인 불포함)

예)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라면 가격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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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부터 당해 집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

의 승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에서 한국인 승객들을 

원고집단에 포함시켜 집단소송을 허가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의 승인ㆍ집행이 문

제될 것임은 물론이다.396)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앞서 검토

한 증권집단소송의 1유형, 즉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 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법원의 국

제재판관할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법원이 불법행위지의 관할, 영업

소의 특별관할,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등을 

통해 당해 분쟁 또는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송달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Schlunk 사건 판결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송달이 모회사에 대한 

송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금전판결이 선고되는 이상 미국과 우리나

라 간에 상호보증의 인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을 원고집단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한 공서요건의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인바, 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져 부재구성원인 

한국인 승객들이 실제로 제외신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397) ②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절차에서 한국인 대표당사자가 선정되고 

396) 미국 법원에서의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제외신고하

지 않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동일한 취지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기업은 한국 법원에 미국 판결의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보상금액 등

에 불복한 일부 원고가 한국 법원에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고 이에 피고 기업

이 한국 법원에 미국 판결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원고 

승소판결을 피고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측에서 한국 법

원에 미국 법원의 판결의 승인ㆍ집행을 요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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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에 의해 한국인 부재구성원

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것 등의 절차적 보호가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에는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의 재판받을 권리 또는 법적인 심문을 받을 권

리의 침해 등으로 인한 공서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우리나라는 증권관련부문에만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

건과 같이 비증권관련부문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장 제1절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법원은 당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나, 그 판결 또는 화해의 승인을 요청받은 우리 법원은 

공서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나. 한국인 피해자가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2유형): 다우코닝 실리콘 보형물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회사인 다우코닝사가 제조한 실리콘제품을 시술받은 한국 여성들

이 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 또는 

화해의 승인ㆍ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가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송달요건이 보다 용이하게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금전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상호보증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유형의 경우에도 

공서요건 구비여부가 중요하다.

우선 미국 법원은 집단허가 단계에서 원고집단에 한국인 피해여성들을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ㆍ집행가

능성을 예측하게 될 것인데, 이 때 한국에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집

단소송이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국에서의 승인 요건 중 공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

약 한국 법원이 한국 법체계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알지 못하며 

397)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한국인 승객에 대하여 당해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안에 

대한 통지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이루어진바 있다. 당해 한국어 양식의 통지는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 참조(2015.1.20. 마지막으로 조사).



- 155 -

그 집단소송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한국의 공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국

인 원고들에 대한 당해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에 불복한 한국인 원고들 또는 제외신고하지 않은 한국인 피해

자들이 한국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① 소액다수의 피해사건을 일회적으로 해결한다는 집단소송의 취지에 반

하고, ② 피고 회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소를 제기당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③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일부 원고의 경우 한국

에서 다시 승소하여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승인요건 중 공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미국 법원에서 집단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

인다.398) 그러나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에 대한 통지 등 절차적 보호가 적

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 원고들의 이익이 제대로 대표되

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달리 집단소송 판결 또는 화해의 승인ㆍ집행을 요청받은 한국 

법원은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인 원고와 미국

인 원고 간의 차별적인 취급 등 한국인 부재구성원에 대한 절차적 보호

의 미비로 인한 공서위반의 가능성에 주목할 가능성이 클 것인바, ① 한

국인 부재구성원들에 대해 주요 매체를 통한 광고, 집단소송에 관한 인

터넷사이트의 운영, 직접통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해 당해 실리콘제품의 시술을 받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실제로 제외신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②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절차에서 한국인 대표당사자가 선정되고 필요한 경

우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에 의해 한국인 원고들의 이해가 충분

398) 다만 이 사건이 진행되던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은 아직 한국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2005. 1.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미국 법

원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집단소송을 진행하였다. 실리콘소송의 구체적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오대성/강태원/함영주(註 14), 58-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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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영되어 한국인 원고과 미국인 원고 간에 배상액이 사회통념상 형평

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여부399) 등이 공서요건과 관련한 주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통지 및 대표의 적절성 요건 등이 구

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부문

에만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이 집단소송 판결 또는 화

해를 승인ㆍ집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미국인 피해자가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3유형):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의 

라면 가격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미국의 라면 수입상과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인 라면제조사

들의 라면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을 상대

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바, 원고집단이 미국인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 그 판결에 대한 한국에

서의 승인ㆍ집행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법원의 승인ㆍ집행 단계에서도 공서요건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만 미국 법원이 선고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한국의 실체적 공서

에 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여지도 없지는 않겠으나, 대체로는 

피고 기업의 미국 소재 자산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미국에서의 사

업 지속을 위해 피고 기업들이 판결 또는 화해 결과를 자발적으로 이행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제로 한국 법원에 집단소송 판결 또는 화해의 

승인ㆍ집행이 요청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99) 다만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대규모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소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 소비자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법원이 책정한 배상액에 대해 한

국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형평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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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이 세계화되어 재화 

및 용역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증권의 발행ㆍ매매가 한 국가 내에 머무르

지 않고 다수 국가에 속한 행위자들 간에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부수하는 소액다수의 피해도 여러 국

가의 행위자가 개입하는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바, 근자에 들어

서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개입된 소액다수의 피해 관련 분쟁이 미

국 법원에 집단소송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법원은 1970년대 중반 Bersch v. Drexel Firestone, Inc. 사

건부터 2000년대 후반의 Vivendi 사건에 이르며 꾸준하게 집단허가의 

우월성 요건의 관점에서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

한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여 왔는바, 이 때 승인이 요청될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에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승인 요건 

중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 1.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으

로 제외신고 방식에 의한 집단소송이 증권 관련 부문에 도입되었기 때문

에,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될 경

우 적어도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는 당해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이 한국의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가능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근자에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및 경

제민주화 입법의 추진으로 인해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규정한 다

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도 비록 국내적인 상황의 

변화이긴 하나,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ㆍ집행의 맥락에서는 그 가부를 결

정짓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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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과 관

련된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경우, 당사자인 한국인 또는 한국 기

업은 집단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고집단에 포함된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의 경우 국내에는 소액다

수의 피해에 관한 효율적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소송보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통한 구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승인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미국 법원

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 소액의 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다는 것이 일견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최근 한국인 피해자들을 모아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수입원으로 삼는 법률사무소 또

는 법무법인 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법원에 미국 집단소송의 승인이 요청된 단계에서의 대응

이 문제되는데,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은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일 것이

므로, 당해 미국의 집단소송 절차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리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에 대한 통지(noti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 제외신고(opt-out)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소권 박탈의 방지를 위해 이를 적극 다투어야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이 제기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자집단에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

다. 만약 피해자집단에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라면,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 우월성 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집단소송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

인ㆍ집행 가능성이 문제될 것이므로, 당해 판결의 승인이 한국의 공서에 

위반됨을 적극 주장하게 될 것이다. 당해 집단소송이 비증권집단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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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한국에 아직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음

을 미국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집단에 한국인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계에서는 한국에서의 승인

ㆍ집행 가능성이 특별히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

국 법원의 승인ㆍ집행 단계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피고 승소 

판결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계에는 미국 법원의 집단허가 단

계에서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원고집

단에 포함되어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될 것

이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도 화해의 결과에 구

속되는 대상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마찬가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요청받을 수 있는 우리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각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

여 추후 요청될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ㆍ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공서요건과 관련하여 ①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에게 어떠

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통지(notice)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②

미국의 집단소송절차에서 한국인 부재구성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

되면 적절히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이 증권집단소송인지 또는 비증권집단소송인지에 따라 공서요건 판단에 

차별을 둘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 아직까지는 미국 법원이

나 우리 법원에서 미국 집단소송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논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글에서 살

펴본 집단소송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주요 국가 및 우

리나라에서의 법리가 이에 관한 문제 해결과 향후 외국 판결의 승인ㆍ집

행에 관한 법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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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s, which allow individual plaintiff to represent a group

of others in a similar situation in a claim against a same defendant,

are a specificity of U.S. law. But in the modern economy where

investors and consumers in all countries are being affected by mass

defaults on the part of manufactures, corporate management, and

industrial polluters, class actions brought before U.S. courts involving

parties that are residents of non-U.S. country are becoming more

common. In other words, transnational class action, against a foreign

defendant or including foreign class members, have become popular.

Regarding transnational class actions, U.S. courts have consistently

ruled that certification of the class can be granted only if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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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hance that a future class action judgement will be recognized

abroad and, above all, both in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defendant an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foreign absent class

members. As a consequence of such condition set by U.S. courts,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re has been an important debate

regarding the possibility to recognize a U.S. class action judgement.

Especially because of the specific U.S. class action device of the

'opt-out rule', which allows court to include in the procedure all

plaintiffs unless they manifest their will to be excluded from the

class, it has been argued by several experts that the binding effect of

a class action procedure over absent class members residing in

European countries c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and that the

outcome of such procedures can not be recognized by domestic

courts. Likewise, these debates would also apply to class actions

involving a Korean defendant or Korean class members. However,

Korea has passed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Act in 2004,

which adopts opt-out rul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U.S.

class action judgements in Korea is a little more complicated.

Therefore, in regard to U.S. class actions involving a Korean

defendant or Korean class members, this paper seeks to show

whether there is the potential for Korean courts to recognize a U.S.

class action judgement. And this will also help predict whether such

class actions will be certified pursuant to Rule 23 of the Federal

Rules on Civil Procedures by U.S. courts.

keywords : class action, foreign judgement, recognition, enforcement,

public policy, notice, 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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