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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델라웨어 형평법원, 합병거래 시 이해상충에 대한 경영판단원칙 적용 확장18)
쉎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2017.8.18, Martha Stewart Living Omnimdia, Inc.(이하 MSLO)의
지배주주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19)
○ MSLO는 지배주주 Martha Stewart(이하 Stewart)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2015년
Sequential은 MSLO와 합병 거래를 진행함
- MSLO는 사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검토하였으며, Stewart는 합병 후
그녀의 고용, 보수, 지적재산권 등을 합병거래의 조건으로 함
- 원고는 Stewart가 이 거래에 관하여 주주 보호보다 사익을 우선시하였다는 이유로,
Stewart를 지배주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Sequential을 의무위반의 공범으로
제소함
○ 델라웨어 법원은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거래에 관하여 완전한 공정(entire fairness)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20) 해당 사건에서 형평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
- 법원은 Stewart의 사익을 위한 거래가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라고 보지 않았으며,
- 설사 이 거래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주주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심사를 적용함

쉎 이는 2014년 M&F Worldwide (이하 MFW) 사건21)에서 판시한 합병 거래에서의 경영
판단원칙을 적용받기 위한 로드맵을 확장하여 적용한 사례임
○ MFW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다음의 두 주주보호장치를 합병거래의 처음부터(ab
initio) 갖춘 경우, 완전한 공정 심사가 아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
- 독립적이고, 거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문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는 특별위원회의 승인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승인

18) 해당 판례는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의 다음 자료들에서 소개되었
으며, 이 글은 해당 자료들 중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부분을 요약함
Gail Weinstein & Steven Epstein, Fried, Frank, Harris, 2017.9.10, “Another Road Leading to Business Judgment
Review—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Jonathan Rosenberg & Alexandra Lewis-Reisen, 2017.8.30,
“Controlling-Shareholder Related-Party Transactions Under Delaware Law”; Jason M. Halper and James M. Fee,
2018.8.24,“Delaware Court of Chancery Extends Business Judgment Rule Deference to Controller Transactions
Involving Third-Parties”; Theodore N. Mirvis, Wachtell, 2017.8.22, “Delaware Court of Chancery Extends Business
Judgment Protection to Control Shareholders Selling to a Third Party”, http://www.corpgov.law.harvard.edu
19) In re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Inc. Shareholders Lit., C.A. No. 11202-VCS (Del. Ch. Aug. 18, 2017)
20) 델라웨어 법원은 지배주주의 회사와의 거래의 경우에 대해 완전한 공정 심사를 적용함, 관련사항 및 완전한 공정 심사에 관하여는
Jonathan Rosenberg and Alexandra Lewis-Reisen, 2017.8.30, “CONTROLLING-SHAREHOLDER RELATED-PARTY
TRANSACTIONS UNDER DELAWARE LAW - A PRIMER AND PRACTICAL GUIDE”참고
21) Kahn v. M&F Worldwide, 88 A.3d 635 (De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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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단 MSLO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MFW 사건과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MFW로드맵”의 적용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MFW 사건은 지배주주가 쌍방의 거래(two-sided controller transactions)상 이해상충
이었던 데 비해, MSLO 사건은 일방의 이해상충 거래(one-sided conflicted controller
transactions)임
- MFW 사건은 지배주주의 종속회사 지분 매수 후 상장폐지(Going Private)를 위한 거래
에서, 종속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이사들과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가 문제
되었던 사례임
- 이에 비해, MSLO 사건은 지배주주가 지분을 회사를 인수하려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다른 주주와 공유되지 않는 자신의 사익을 취한 일방의 이해상충 거래임
○ 형평법원은 일방의 이해상충 거래에서 MFW의 경영판단원칙 요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한 거래 전 MFW에서 요구한 주주보호장치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함
- 이는 MFW에서 쌍방의 거래 상 이해상충이 문제될 경우 합병거래가 있기 전부터 주주보호
장치가 있는 것을 요구한 것과 상이한 점임

쉎 최근 델라웨어 법원은 사법심사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기업과 주주의 자체적 지배구조 기능 강화의 유인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22)

22) 윤승영, 2017.6.30,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합병과 관련한 이사책임 법리의 최근 동향 –Corwin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
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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