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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요 약>
Ⅰ. 서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M&A가 세계적으로 활
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쟁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관련 업종 내의 주요 경쟁기업을 적대적 M&A 함으로써 단기간 내
에 경쟁력 있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자
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적인 M&A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방은 되어 있는 반면에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에 의
한 적대적 M&A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다만 선진국처럼 공격과
방어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관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Ⅱ. 적대적 M&A
기업의 우호적 및 적대적 M&A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은 기업
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
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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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효율성 이론이 있는데, 이는 적대적 M&A가 비효율적 경영진을 교
체시키는 등 소유지배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여 피인수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기업 경영진들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 확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및 보수의 증대를 꾀하려는 대리인적 행동에 의해 추
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이 이러
한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지배권시장이 외부
적 통제장치로서 작용하게 된다.

Ⅲ. 경영권방어
적대적 M&A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
는 반면에 적대적 M&A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외부규율
은 기업 경영진들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배치되는 의사
결정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경영권방어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주주이익가설의 경
우,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가 단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영권방어가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이 예방적 방어 전략을 취함으로써 적대
적 M&A 발생을 막을 뿐 아니라 방어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러
한 비용절감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적대적 M&A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동기 중에는

요 약 3

공개매수 가격이 기업의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한다는 것이다.

Ⅳ. 외국의 적대적 M&A 관련 제도
미국의 1933년 증권거래법은 적대적 M&A와 관련된 사항을 상
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경영권방어 기회의 상실 등의 폐해가 증가하게 되자 이를 규
제하기 위하여 1968년에 Williams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70～
1980년대 들어 미국 대부분의 州에서는 자신의 州 내에 있는 회사
를 보호하기 위하여 Williams Act와는 다른 형태의 반기업인수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반기업인수법으로는 지배주식취득
법, 기업결합제한법, 주식매수청구권법, 이익반환법, 공정가격법,
그린메일 금지조항, 독약조항 등이 있다.
일본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제
도로는 사전적 방어수단으로 상호출자를 통한‘주식의 상호보유’
,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우호적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신주의 제
3자 배정’
이었다. 그러나 주식의 상호보유는 시가회계제도의 도입
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신주
의 제3자 배정 방식은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지는 등 상장기업의 방어수단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일
본은 2001년 및 2002년에 상법을 개정하여 신주예약권이나 의결
권제한주식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 제도가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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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2005년의 신회사법
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즉 종류주식의 다양화, 신주예약권제도, 단원주제도 등을 도입하여
미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방어수단이 정당화되었다.
한편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의 기업은 특정
주주 또는 일련의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어 적대적 M&A 자체가 성사되
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즉 유럽 기업은 창업주 가족의 보
유지분율이 높거나 혹은 지분율은 낮을지라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유럽국가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 간의 상호출자, 의결권
의 신탁, 은행의 기업주식 소유, 주주 간의 협정 등을 통하여 일련
의 주주들에게 소유권이 집중되고 지배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외부
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주 이외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
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더라도 지배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Ⅴ. 한국의 M&A 관련 제도 및 현황
국내기업의 상장주식의 대량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공개매수’
와‘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적대적 M&A에 장애가
되는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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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상장주식의 대량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제
200조가 폐지되었고, 이후 상장법인이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1997년 1월에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
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증권시장에서의
M&A 기능을 위축시켜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대
두되었으며 또한 IMF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여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가 폐지
되었다.

Ⅵ. 결어：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경영권방어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익한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경영권방어수단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경영권방어수단은 적대적 M&A를 당할
경우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자사주 매입에 지나친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을 완화시
키고 대신에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계적 M&A
추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경
영권방어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경영권방어수단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경영권방어수단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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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통해서 평상시에 도입하여 유사시에 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경영권방어수단의 과잉방어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
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을 채택하거나 종류주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방어제도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우
리나라 기업집단 및 중소기업에의 적용방안이다. 중소기업이나 일
반 대기업의 경우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이므로, 이들 기업이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이들
지배구조 자체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경영권방어수단 부여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자 하
므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적대적
M&A가 시도되었을 경우 계열회사들이 추가로 출자함으로써 경영
권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구성된 기업
집단의 경우도 경영권방어 측면에서 볼 때는 순환출자 체제 기업
집단과 특이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
자 체제 간의 유일한 차이는 출자구조가 수직형 출자인가 순환형
출자인가의 차이인데, 이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규제, 자
본시장의 발전정도 그리고 사업전략,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상의 차
이에 의해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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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구조조
정 대상이 되거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
으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정상
적인 기업이 M&A를 당하거나 혹은 기업사냥꾼 등에 의한 money
game에 희생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
서 적절한 경영권방어제도가 완비되었을 경우에 소위 기업가정신
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업지배권시장은 건전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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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생성-성장-정
체-소멸’이라는 일련의 동태적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Adizes(1988)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하여 기업이 성장
(growth)한다는 것은 이들이 크고 복잡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기업이 쇠퇴(aging)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능력이 감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은 규모
나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조직의 신축성과 통제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결국 시장경제에서
는, 주어진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조직의 신축성과 통제력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만이 생존·성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
어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들의 생성, 성장 및 정체, 소멸되는 과정이
서로 상이한 것은 정치적 여건 혹은 기업가정신의 유무 등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나라의 기업관련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
어 있느냐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퇴출은 각 국가의 법령 등 제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발달되어 왔으며, 그 중의 하나가
M&A 관련 제도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M&A 시장은 미

10

국의 100년 남짓한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으며, 특히
정크본드(junk bond) 시장의 발달은 적대적 M&A를 크게 활성화
시켰다. 즉 미국의 기업들은 정크본드 시장을 통하여 M&A에 필요
한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였으며, 정크본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행자들은 합병거래에 참여할 의사가 없던 일반 투자자
들이 정크본드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M&A 시장에 참여
시켰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M&A
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세계화로 인
해 기업들의 경쟁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
위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짐에 따라 관련 업종 내에 주요 경쟁기
업을 적대적 M&A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거대기업으
로 성장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적인 적대적 M&A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인이 상장기업의 창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10% 이상 소유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이루
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정부는 1994년 1월 5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舊증권거
래법 제200조를 폐지하기로 하고 시행일인 1997년 4월 1일까지 3
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상장주식의 대량취득을 제
한하고 있던 동 조항의 폐지는 한국에서 적대적 M&A가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장법인의 경우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
이 나타나게 되어 1997년 1월 13일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
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증권시장에서의 M&A 기능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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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2월 24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였다.
상장주식의 대량취득 금지조항의 폐지 이후 국내에서 기업결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적대적 M&A 수단
인 공개매수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30건이 발생하였으며
위임장경쟁을 통한 경영권 쟁탈 시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
여 거래금액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시도가 늘면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M&A 관련 제도가 선진국과 마찬
가지로 적절히 정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적대
적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방은 되어 있는 반면에 경
영권 위협으로부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제도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한
것인 반면에,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제도의 미비로 인하
여 정상적인 기업이 M&A를 당하거나 혹은 기업사냥꾼 등에 의한
머니게임에 희생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규율 메커니
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대적 M&A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다만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격과 방어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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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었을 경우에 소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업지배권시장 혹은 기업경영권시장 ( t h 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은 건전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이론적 고
찰을, Ⅲ장에서는 경영권방어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 Ⅳ장에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M&A 및 경영권방어제도
에 대하여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한국의 M&A 관련 법령, 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Ⅵ장은 결어 부분으로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 이를 토대로 경영권방어수단을 도입
할 경우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어떠한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
이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집단 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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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M&A의 경제적 효과
기업의 우호적 M&A와 적대적 M&A에 대한 논의의 주요 쟁점
은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주의 부
를 증가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효율성 이론이 있는데, 이는 적대적 M&A가 비효율적 경영진을 교
체시키는 등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여 피인수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등 기
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이론으로는 경영진들이 기업규모 확장을 통하여 자신
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보수의 증대를 꾀하려는 대리인적 행
동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대적 M&A 이론은 효율성 이
론과 대리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

(1) 효율성 이론
효율성 이론이란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 이하 적대적 M&A의 이론적 접근 관련 내용은 정광선(1995),「적대적 기업인수와 기업의
대응」, pp. 40~54와 Weston, Chung and Hoag(1990), Merg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Control을 참조,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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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산을 재배치시키고(asset redeployment) 그를 통해 상승
효과(synergy)를 일으키거나 혹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향
상시키게 되는데, 그 경영성과가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주들에게
프리미엄 형태로 제공되는 등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
이다. 이는 차별적 효율성, 영업시너지, 재무시너지, 경영다각화 등
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1) 차별적 효율성(differential efficiency)
차별적 효율성 이론이란 기업 경영자들 간에는 경영능력의 차이
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만약 기업 A의 경영진이 기업 B의 경영진보
다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기업 A가 기업 B를 합병한 이후에 기
업 B의 효율성이 기업 A 수준까지 증가하였다면 합병에 의해서 효
율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차별적 효율성 이론은 높은 효율성을 지닌 기업뿐만 아니라
평균 이하의 효율성을 갖거나 또는 잠재적 역량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잠재적 인수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차별적 효율성 이론을 확대 해석할 경우
전체 경제에서 가장 높은 경영효율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궁극에는 이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적 효율성 이론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과의 합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피인수기업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혹은 인수가치에 반영된 만큼의 성과를 얻
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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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너지(operating synergy)
영업시너지는 기업간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및 복합적 합병
등 어떠한 형태의 합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경제상승효
과를 일컬으며, 영업시너지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영업시너지는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일정규모 이상의 산출량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즉 회사의 영업규모
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의 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시너지 효과는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평적 합병이란 동일한 형태의 사업분야에서 기업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어 영업시너
지를 쉽게 일으키게 된다. 또한 수평적 합병은 당해 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장지배력이 얼마
나 증가하느냐는 합병된 회사의 크기와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합병을 이룬 회사의 시장점유
율이 커질수록 당해 시장은 독과점 형태가 되어 사회적 비용을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수평적 합병에 대해서는 반독점규제
에 의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 수직적 합병은 생산공정상 전후 관계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원료공급자와 제조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 형태이다. 수직
적 통합은 생산공정 간에 효율적 협조가 가능케 하고 특히 거래비
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기술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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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에서의 수직적 통합은 기술향상에 걸림돌
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통합된 기업의 경우 현존하는
공급원과 시스템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술변화
에 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재무시너지(financial synergy)
기업은 합병을 통하여 기업자체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며 이러한
분산투자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자금조달
상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재무시너지라 한다.
합병으로 인한 재무적 편익이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구분해보면 첫째, 기업내부의 경우 합병기업은 자금을 한계
투자수익률이 낮은 사업부문에서 높은 사업부문으로 배분시킴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의 이점
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기업외부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또는 차입능력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자본시장을 통
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거래비용 및 발행비용을 감소시키는 재무
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2)
4) 경영다각화(diversification)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
나가 경영다각화이다. 기업이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인데, 이때의
분석대상은 현재와 미래의 경쟁기업, 당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2) 선우석호(1997),「M&A」, p.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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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경제적 요인들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기업이 당장은 이익을 내
고 있을지라도 장래에도 당해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영다각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즉 기업이 경영다각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형을 확대하
려는 것 이외에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하고 또한 현
재의 사업 분야보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2) 대리인 이론과 기업지배권시장
1)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대리인 문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거나 경영진의
지분이 낮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주주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경영자는 매출
및 성장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처럼 주주의 목표와 경영자
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인해 기업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다.
Fama and Jensen(1983)은 대리인문제는 기업 내부의 조직체
계와 기업 외부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고 한다. 첫째, 기업 내부의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기업의 소유와 경
영(지배)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의사결정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관리(제안 및 실
행)와 의사결정통제(인준 및 감시)를 분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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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고 한다. 즉 주주들은 의사결정통제기능을 이사회에 부여하
고 주주들은 이사의 선·해임, 합병, 주식발행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승인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대리인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
해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 외부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주식시장이 외부적인 감
시기능을 하게 된다. 즉 회사의 주식가격(이하 株價)이 경영자들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가가 낮을 경우 경영진들은 주가
를 높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어 그들의 경영 행태를 바꾸는 등 주
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술한 기업 내부의 조직체계와 기업 외부의 시장메커니
즘이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인수시장이 외부
적 통제장치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기업지배권시장(혹은 기업경영
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경영권시장에서의 외부 경영진들은
공개매수나 위임장경쟁 등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 즉 의사결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3)
2) 기업지배권시장(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기업지배구조의 수단은 크게 내부통제방식(internal control)과
외부규율방식(external discipli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방식이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경영진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바, 대주주,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주주와 기
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
영방향 및 경영성과 등을 감독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외부규율방식
3) 선우석호(1997),「M&A」, p.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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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라고 불리는바, 기업조직의 외
부, 즉 시장에서 경쟁과 선택(competition and choice)의 원리를
통하여 경영진을 규율하고 견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외부규율 즉
시장규율 메커니즘은 규율의 주체에 따라 자본시장,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외부
규율 메커니즘이 M&A를 통해 기업경영이 주주의 이해에 합치되
도록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다.
이처럼 기업외부의 통제기능이 작동되어 기업인수·합병이 이루
어지는 시장을 기업지배권시장 혹은 기업경영권시장(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라고 하며 경영자들이 기업의 자원을 배
분할 권리를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기업지배권시장을 설명하는 기본 전제는 경영진의 효율성과 당
해회사의 株價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회
사의 경영성과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가가 낮다는 것은 당
해 회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적대적 M&A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경영진은 당해 회사의 성과를 올려서 주
가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므로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
게 되고 결국 주주는 높은 자본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적대적
M&A의 사전적 효율성(ex ante efficiency) 증대 효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성과가 좋지 않은 회사의 경영
진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진으로 교체되어 회사의 효율성이 높아지
게 되는 것을 적대적 M&A의 사후적 효율성(ex post efficiency)
증가 효과라 한다.
4) 조성봉 외(2004),「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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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지배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 기업의 지배권 또
는 경영권은 가장 효율적인 경영자 또는 경영진에게 이전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상술한 바와 같은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게 된다. 즉
전문경영인 및 대주주경영자 같은 기업내부의 경영진과 외부주주
간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과 그로 인한 이해상충으로 발생하게 되
는 경영비효율 등을 감소시킨다. 또한 기업지배권시장은 기업의 구
조개편이나 기업간 결합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경제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경영진의 견제, 전문
가적 조언, 최고 경영자의 임명과 경질 등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
는 등 기업내부의 통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자본시장
을 통한 적대적 M&A와 같은 기업지배권시장은 그 필요성이 크게
약해질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 영국이나 미국 혹은 독일이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업경영의 통제체계가 상이하게 발달되어 왔는데, 첫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기업내부 통제기구
기능이 미약한 경우 적대적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시장
으로부터의 경영감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기업내부통제기구 및 기업이해관계자(stakeholder)
들에 의한 통제체계가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기업지
배권시장의 필요성이 약한 실정이었다. 독일에서는 은행을 비롯하
여 주주대표,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경영이사회의 구성
원을 임명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주거래은행, 계열회사들의 社長會, 종업원 등에 의한
경영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적대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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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의 감시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사
회도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특히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
장을 분리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내부통제기능의
강화는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한 적대적 M&A와 같은 외부통제기능
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게 된다.5)

2. 적대적 M&A의 수단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인(friendly) 것과 적대적인
(hostile) 것, 그리고 이들과는 조금 다른 중간적 형태의 기업인수
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간적 형태의 인수제의가 많다. 우
호적 인수는 인수기업(acquiror 혹은 bidder)의 경영진과 피인수
기업(target company) 경영진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적대적 인수는 대상기업의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
개매수, 위임장경쟁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6)

(1) 공개매수(tender offer)
1) 공개매수의 개념
공개매수(tender offer)란 특정 유가증권을 특정가격에 증권거
래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
약의 권유를 하여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미국 및
5) 정광선(1995),「적대적 기업인수와 기업의 대응」
, p.10 참조
6) 이하 적대적 M&A의 수단 관련 내용은 정광선(1995),「적대적 기업인수와 기업의 대응」
,
pp.14~27과, Weston, Chung and Hoag(1990), Merg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Control을참조,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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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모두 공개매수의 성립 또는 신고요건과 관련하여“대상기
업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기 위한 매수신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매수행위가 공개매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각국이 다소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
권거래법 제21조는 주식을 매수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 유가증
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등을 통하
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자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기업 발
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로 규정하고 반
드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짧은 기간(6개월)에 다수인(1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지분
(5%)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로 간주하고 일반주주에
게도 공정한 매도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공개매수는 우호적인 인수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
다. 공개매수에는 등록비용, 공시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우
호적인 인수협상의 경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한 다른 기업
이 대상기업에 대한 인수에 참여하여 경쟁구도가 이루어지는 경쟁
적 공개매수(contested tender offer)의 경우에는 매수과정이 경
매과정(auction process)이 되어 비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고
대상기업의 주주들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2) 공개매수의 분류
공개매수에는 대상기업의 주식 전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전량공
개매수(any and all offer)와 일부만을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공개
매수(partial offer)가 있다. 또한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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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개매수(cash offer)와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교환공개매수
(exchange offer)가 있다. 또한 인수기업이 서로 다른 매수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두 기간으로 나누어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것으로 이
단계 공개매수(two-tier tender offer 혹은 front-end-loaded
offer)가 있다.
① 이단계 공개매수
이단계 공개매수란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주가 청약하는 주
식 중에서 일단계로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
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이단계로 공개매수 때보다 낮은 가격
을 대상기업의 잔여주주에게 지불하는 전략이다. 이단계 공개매수
에서는 일단계의 매수가격(front-end price)과 이단계의 합병대
가(back-end price)가 공개매수 개시 이전에 발표된다. 일반적으
로 일단계에서 대상기업 총 주식의 51%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단계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현금 대신에 주식교환 또는 채권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
단계의 합병거래는 잔여주주가 축출된다는 의미에서 축출합병
(squeeze-out merger)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주주에게 일단계의 매수에 신속히 청약하지 않는다면
일단계에 비하여 불리한 이단계의 조건으로 매도하여야 된다는 것
을 인식시켜 신속히 청약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것
으로 강압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단계 공개매수는 전량공개매수
에 비하여 매수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즉 일단계 및 이단계 가
격의 평균가격이 제3의 인수자가 제시한 전량공개매수가격보다 낮
을 경우에도 일단계 가격이 전량공개매수의 매수가격보다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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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의 인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계 공개매수를 시도할 때 일단계에서 이단계보다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 일단계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수보다
많은 주식이 청약되었다면, 매수가격은 전체 청약수식 수에 비례하
여 다음과 같은 혼합가격으로 결정된다.7)
PB=α
Pf + (1-α
)Pb

<식 1>

PB：혼합가격 (blended price)
Pf：일단계 제시가격 (front-end price)
Pb：이단계 제시가격 (back-end price)
α：일단계에 매수된 지분비율
또한 혼합가격(PB)에 대한 프리미엄은,
[(PB /PP)-1]×100

<식 2>

PP：현행시장가격
이처럼 이단계 매수는 매수자가 일단계 매수를 통해서 이미 경영
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청
약된 주식의 가치가 높지 않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단계 가격의 적
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다수주주
(majority shareholder)의 잔여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
에 대한 대상기업 경영진의 수탁자로서의 의무(fiduciary duty) 측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첫째, 인수기업이 일단계 공개
7) 선우석호(1997),「M&A」, p. 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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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이전에 대상회사를 지배하지 않았고, 둘째, 일단계 및 이단계
거래가 모두 공개매수 이전에 상세하게 공시되었으며, 셋째, 모든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여 이단계에 걸쳐 지불된 매수가격(즉
평균가격)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충실의무의 불이행으로 보
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계 공개매수는 전량공개매수보다 투자자들이 이해
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지닌 강압적 성격 때문에 경영진들의 인수방
어 행동을 유발시키고 법원은 대상기업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행위
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
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② 교환공개매수
교환공개매수는 매수자가 매수증권에 대한 대가를 현금 대신에
증권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이다. 이처럼 매수주식에 대한 대가를
증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교환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사전에 발행했거나 또는 매수한 증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으로 현금매수보다는 지체되기 쉬우며 특히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
여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비밀유지가 어려
운 편이다.
이처럼 교환공개매수가 시간적으로 지체되기 쉬우며 비밀유지
가 어려운 까닭에 일반적으로 교환공개매수가 적대적 M&A 수단
으로는 자주 이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 규정에 따라 교환공개매수 사실을 SEC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증권은 한 종류의 증권보
다는 회사채, 우선주, 보통주 등 다양한 증권의 조합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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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③ 전량공개매수와 부분공개매수
대상기업 발행주식 전부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전량공개매수는
이단계 공개매수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매도압력 문제나 교환공
개매수의 시간적 지체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고 대상기업의 경영권
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분공개매수의 경우는 대상기업의 주주가 주식매도를 과잉 청
약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배분하여(pro rate acceptance) 매입하여
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원하는 지분의 매수주식에 대하여 완전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량공개매수가 부분공개매수
에 비하여 대상기업 경영진에게는 더욱 위협적이다.8)
한편 현금공개매수는 교환공개매수에 비하여 더 오랫동안 매수
계획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공개매수는 언제
공개매수를 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축성을 가질 수 있고 대상기
업이 방어조치를 취하거나 백기사(white knight)를 동원할 시간적
여유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금공개매수는 주식 등
증권을 교환하는 경우보다 대상기업 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매수가격을 지불하여야 할지 모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자본이득
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세금 부담 문제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전량공개매수의 경우 주주들이 매도가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량공개매수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진들이 경영
8) 선우석호(1997),「M&A」, p. 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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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방어 행동을 취할 명분이 약해지고 또한 미국 법원에서도 전량공
개매수에 대한 경영권방어에 대해서는 별로 호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2) 위임장 경쟁9)
위임장이란 의결권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증서이며, 위임장 권유
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한다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용지를 송부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시 무분별한 위임장 권
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장 경쟁이란 기존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이사회에 진
출함으로써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단순히 소
수의 이사진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위임장 경쟁의 기능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은 첫째, 인수대상기업의 강력한 경
영권방어 전략으로 인하여 공개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지배
권 인수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로 완전한 지배권 인
수는 불가능하더라도 외부의 반대주주(dissident shareholder)들
9) 본 절의‘위임장 경쟁’관련 내용은 정광선(1995),「적대적 기업인수와 기업의 대응」
, pp.
22~24와, Weston, Chung and Hoag(1990), Merg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Control을참조,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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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존 경영진의 경영행태에
반대하거나 혹은 소수의 이사를 이사회에서 진출시키려 할 때도 이
용된다.
상술한 공개매수의 경우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는 반면에,
위임장 경쟁은 많은 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
성은 미국에서 위임장 경쟁이 활발하게 활용되던 기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공개매수는 1980년대에 적대적
M&A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에 위임장 경쟁은 1980년대
말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1989년에 정크본드 투자은행인
Drexel Burnham Lambert가 파산함에 따라 정크본드시장이 붕괴
되었고, 이로 인해 적대적 M&A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개매
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현금공개매수의 건수가 감소
<그림 Ⅱ-1>

미국의 위임장 경쟁의 추세
Contested Solicitation Trend, 1981~2007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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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정크본드 시장에 의지해 온 매수자들
이 그 대안으로 위임장 경쟁에 의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게 되었
으며 위임장 경쟁 건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그림 Ⅱ-1> 참
조).10) 한편 1990년대의 위임장 경쟁과 1980년대 중반의 정크본
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던 공개매수를 비교해보면 위임장 경
쟁은 대상기업의 주식이 잘 분산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 매
수성공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
에 위임장 경쟁이 활발하지 않지만 향후에 주식의 소유분산이 진전
될 경우 외부주주들이 지배권을 획득하려 하거나 혹은 기존 경영진
의 경영행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경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2) 위임장 경쟁의 부작용 및 규제
위임장 경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서 Pound
(1988)는 기업지배권을 인수한 후에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능력도
없고 혹은 그러한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위임장 경쟁이 시
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위임장 경쟁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기업인수 후의 기업가치의 증대보다는 개인적 관심사의 충족
만을 위하여 위임장 권유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고 위임장 권유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
10) 선우석호(1997),「M&A」, p. 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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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위임장 경쟁을 시도하고자 하는 자는 외부주주에게 자신의
제의가 기업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호비용
(signal cost)을 지불하게 된다. 위임장 경쟁자가 취할 수 있는 가
능한 신호전달 방법으로는 위임장 경쟁 이전에 이미 대상기업의 지
분을 많이 매수하거나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에 더 많은 지분을 매
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
은 현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의 사전적인 지분 매입방법이 확실
한 신호전달 방법일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자
위임장 권유과정(proxy solicitation process)을 보다 상세하게 공
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
면서 연방법 차원에서 위임장 경쟁에서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청
원하는 위임장 권유과정이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즉 위임장 경쟁
참가자들은 신문보도, 주주에의 편지 발송, 잡지 등에 의한 발표 등
위임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SEC에 보고하
여야 한다.
3) 위임장 경쟁의 효과
위임장 경쟁은 기업 자원의 재배치를 통하여 주주의 부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매수측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중단기적으로 기
업경영의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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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장 경쟁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효과
Dodd and Wamer(1983)는 미국 NYSE와 ASE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사 선출을 위한 96건의 위임장 경쟁을 분석하였으며 위
임장 경쟁이 대상기업의 주가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반대파 주주들의 요구대로 과반수의 이사가 선
출된 경우는 20% 정도였지만 위임장 경쟁기간 동안(위임장 경쟁
공고일부터 경쟁이 끝난 40일간) 대상기업의 주가는 평균 6.2%가
상승하였다. 즉 위임장 경쟁이 기업 자원의 재배치를 통하여 기업
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DeAngelo and DeAngelo(198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사진 선출을 위한 60개의 위임장 경쟁을 분
석한 결과 위임장 경쟁기간 동안 18.7%의 평균초과수익(average
abnormal shareholder wealth)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임장 경
쟁에 의한 주가 상승은 주로 기업매수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하
고 있다.
② 위임장 경쟁의 장기적 효과
DeAngelo and DeAngelo의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기업 중에서
약 80%는 위임장 경쟁을 경험한 이후 3년 이내에 최고경영진이 바
뀌거나(그 중에서 대부분이 첫 년도에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나
타남), 또는 기업의 매각, 해체 등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위임장 경쟁이 시작되면 대상기업은 어떠
한 형태로든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며, 기업의 경영구조에도 중대
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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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대주주의 특징
Dodd and Warner에 따르면 위임장 경쟁에서의 외부 반대주주
(즉 매수자)는 대상기업의 전임 경영진이었거나 혹은 예전에 대상
기업과 동일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즉 위임장 경
쟁이 대상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드문
케이스였다. 전체 위임장 경쟁의 절반 가까이가 기존 경영진과의
경영상의 분쟁이나 다른 갈등으로 인하여 대상기업을 떠났던 사람
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리고 1/3 정도는 반대주주의 리더가 과거
에 한 번 이상 대상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11)

11) 선우석호(1997),「M&A」, p. 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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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권방어

1. 경영권방어 논리와 주주이익
(1) 경영진 인센티브의 왜곡
적대적 M&A는 자본시장에서의 외부규율기능을 통하여 기업지
배구조를 확립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활발한 적대적 M&A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외부규율은 기업 경영진들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배치되
는 경영 결정(decision making)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처럼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왜곡될 수 있는 원
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2)
1) 경영진과 주주 간의 정보의 비대칭 존재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논의의 주요 쟁
점은 적대적 M&A로 인한 경제사회적 폐해에 관한 것인데 특히 적
대적 M&A가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은 근시안적(myopic) 경영에 치우치게 되어 장기적 투자
및 R&D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12) 이하‘경영권방어 논리’관련 내용은 정광선(1995),「적대적 기업인수와 기업의 대응」
,
pp. 27~28과, Weston, Chung and Hoag(1990), Merg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Control을 참조,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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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경영진과 주주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주가
는 단기적 회계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당
장의 경영실적을 중시하는 경영진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보다는 현재의 주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은 기업
의 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당장의 회계적 이익을 부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기업외부의 통제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권시장이 경영자들
에게 과도하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유능한 경영자와 그
렇지 못한 경영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나 주가, 그리고 기업의 기타 공시사항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경영
자들이 근시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경영자들이 근본적으로 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완
전한 정보를 가진 시장에 의해서 부과되는 규율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으로서 근시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2) 주식가격의 회사가치 저평가
적대적 M&A의 역할을 설명하는 기본 전제는 경영진의 효율성
과 당해회사의 株價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경영성과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가가 낮다는
것은 당해 회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주가가 항상 기업의 기본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은 아니며 새로운 정보에 과잉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효율적 기
업일지라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될 수 있으며, 잘못 저평가된 기업
의 경우는 인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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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만약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으로 인해 적대적 M&A가 시
도된다면 이에 따라 경영자들의 행동이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의 재분배
적대적 M&A로 인한 부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간의 부의 이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적대
적 M&A는 기존의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계약, 혹은 협력업체 및
거래 기업 간의 묵시적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들
이 향유하던 부를 주주에게로 이전시키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경영진이나 종업
원은 해고가 되거나 기존의 보수가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므로, 적
대적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경영자들은 기업고유의 인적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에의 투자를 기피하는 왜곡된
경영행태를 보이게 된다. 즉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인적투자를 기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 등의 폐해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2) 주주이익가설
본 절에서는 경영권방어와 주주의 이익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살펴보도록 한다.13)

13) 선우석호(1997),「M&A」, p. 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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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자참호가설
우선, 경영권방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경영자참호가설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이 있다. 적대적 M&A
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권방어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상술한
기업지배권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주주의 이익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경영진이 적
대적 M&A를 방어하면 주주의 부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greenmai과
l 같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어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2) 주주이익가설
경영권방어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주주이익가설
(stockholder interest hypothesis)이 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가 단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
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영권방어가 주주
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
이 예방적 방어 전략을 취함으로써 적대적 M&A 발생을 막고 이에
따른 방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방적 방
어를 취함으로써 사후적인 방어행위에 수반되는 광고비, 위임권유
회사 고용비, 투자은행 자문비 등이 절약되는데, 이러한 비용절감
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회사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
어하는 동기 중에는 공개매수 가격이 기업의 실제가격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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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한다는 것
이다.
3) 공개매수의 매도압력14)
경영권방어를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는 공개매수가 주주들의 집
단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
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 때문
에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공개매수의 매도압력(pressure to tender 혹은 coercion to
tender)은 공개매수가 이단계 가격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다. 즉 일단계 매수가격은 높게 제시하고 합병을 통해 잔
여주식을 매수할 때의 이단계 가격을 낮게 제시하면 주주들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공개매수의 매도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가격 정관개정(fair price amendment)의 방법을 사용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주에서 채택한 제2세대 州法에서는 지배주
식의 인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2. 예방적 경영권방어 수단
적대적 M&A는 매수자가 대상기업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므로 매수자와 매수대상회사 간에 기업지
14) 정광선(1995),「적대적기업인수와기업의 대응」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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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한
전략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Goldman Sachs와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의 방어전문가팀이나 법률회사들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
영권방어 전략의 개발에 큰 몫을 하여 왔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은 예방적 방어수단(preventive
anti-takeover defenses)과 적극적 방어수단(active antitakeover defenses)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구분방법과는 달리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의 구분을 자본개편(recapitalization), 사업구조개편(business
restructuring), 정관변경이나 독약계획의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
다. 자본개편은 재무적 구조개편(financial restructuring)이라고도
하며 재무구조 또는 소유구조상의 특성을 변경시킴으로써 매력적
인 인수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은 자산의
매각, 자회사의 정리 등을 통하여 기업이 수익성을 향상시키거나

<그림 Ⅲ-1>

정관개정 추이(Binding Bylaw Proposals)(1998~2007)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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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Georgeson & C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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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업이 탈취하기를 원하는 자산을 처분해버리는 방법이다. 정
관개정이나 독약계획은 예방적 방어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
본개편이나 사업구조개편은 적극적 방어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정관변경
상어퇴지제(shark repellent)라고 불리는 정관변경(corporate
charter amendment)은 경영권의 이전이나 합병 등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定款(bylaws)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개정은
가장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오는 일반화된 방어수단으로 경영성과
가 너무 나빠서 일반주주가 정관개정을 특별히 반대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경영진의 의도대로 정관개정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
영진은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주주에 비하여 훨씬 조직적이고 또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
문에 정관개정이 용이한 것이다.
1) 특별다수결조항
특별다수결조항(supermajority provision)이란 합병이나 자산
양도 등의 사업결합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요건을 가중하
는 조항을 말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회사법에서는 약식합병을 제
외하고는 합병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다수결조항은 이와 같은 법정
결의요건을 80% 또는 95%까지 가중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다수결조항은 매수기업이 대상기업의 상당지분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후 이단계 거래에서 잔여주주를 축출하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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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계 거래(즉 공개매수)시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증가시켜 인수비용을 높이는 효과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다수결조항의 효과에도 일정부분 한계
가 있다. 첫째, 특별다수결조항은 상기한 바와 같이 공개매수자가
이단계 공개매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지
배권인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어효과가 없게 된다. 둘
째, 특별다수결조항은 전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증가시
키지만 증가된 비용 전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매수자
금을 동원할 수 있는 매수자를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개매수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에 통상의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특별다수결조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특별다수결조항의 변경
에도 주주총회의 특별다수결조항을 요구하는 조항을 마련하기도
한다.
2) 공정가격조항
공정가격조항(fair price provisions)은 상기의 특별다수결조항
을 완화한 것으로서 정관변경을 통하여 매수자가 대상기업을 합병
할 때 공개매수에 응한 모든 주주들에게 최소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price) 이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일단 합병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특별다수규정을 도입해 놓고 모든 주식에 대하
여 공정한 가격으로 지불될 경우에 한하여 특별다수결조항을 배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놓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정가격조항을
이단계 공개매수에 적용해 보면, 이단계 공개매수의 제시에서 일단
계에 청약한 주식 수가 초과될 때에는 매수에 응한 모든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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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계와 이단계 가격을 가중 평균한 혼합가격으로 지불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같이 이단계의 잔여주식에 대하여도 공정가격이 지불
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다수의 찬성결의가 없어도 이단계 매수제
의를 실행할 수가 있다.
공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매수기업이 지불한 가
격 중 최고의 가격으로 정의되는데, 때로는 특정한 가격을 명시하
거나 기업 PER15)의 일정 승수 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
해진 공정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시에 지
급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주주는 만족하는 것이 보
통이다.
한편 공정가격조항은 다른 종류의 인수방어수단에 비하여 기업
인수에 대한 제한적 성격이 약하여 주주의 이익보호에도 도움이 되
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시차이사회조항또는 교차임기이사회조항
시차이사회조항(staggered terms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란 모든 이사들의 임기가 특정연도에 동시에 만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를 3개 내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씩만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임기에 시차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다. 예를 들어 이사가 6명이고 임기가 3년이면 매년 2명씩의 이사
만을 새로 선임케 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가 기업지배권을 획득하는
데 3년이 걸리므로 적대적 인수를 억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차이
사회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
15)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수익력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
내주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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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여야 한다.
대상기업이 시차이사회조항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결의를 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
회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차이사회조항에는 이사해임시의 결
의요건을 현재의 특별결의에서 가중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를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의요
건의 가중은 오히려 현재의 경영권자의 신축적인 경영을 제약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시차이사회조항은 매수자의 이사회 지배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절대 방지하지는 못하며 또한 매수자가 일정지분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재의 이사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차이사회조항은 이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 정보의 단
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기업에서 채택
하는 경우가 있다.

(2) 포이즌 필(poison pill)
포이즌 필은 주주권리계획 혹은 주주매입권계획(shareholder
rights plan)이라고도 하며 미국의 거의 모든 공개기업 이사회가 채
택하여 온 적대적 M&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이다.
포이즌 필이란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대상회사 주주
들에게, 대상회사의 신주 또는 이후 합병하는 회사의 신주를 매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콜옵션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이즌 필이 경영권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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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포이즌 필의 채택 추이(198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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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우석호(1997),「M&A」,p. 415에서 재인용.

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면 포이즌 필이 발행되어
인수회사의 의결권을 엄청난 규모로 희석시켜서 결과적으로 인수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장의 도입 가능한 경영권방어수단 부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기타 방어수단
1)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기업지배권이 이전됨에 따라 기존
경영자들이 그들의 직위를 상실했을 때 거액의 할증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황금낙하산의 계약
기간은 통상 5년이며 기본급과 이익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간은 3
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대적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대상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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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후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① 황금낙하산의 장점
황금낙하산 계약은 원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채
택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다수의 견해는 이 지배권 관련 계약이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
히 경영진의 경우 고액의 퇴직금이 보장되므로 성실하고 소신을 갖
고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몇 가지 이유로 경영진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첫째, 경영자들의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의 개념에 근거하
고 있다. 경영자들의 기업에의 기여도는 장기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황금낙하산의 지급은 상당한 보수가
묵시적으로 이연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업 매수
가 이루어지면 기존 경영진은 대개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되기 때
문에 자신의 지위에 불안을 느끼는 경영진들은 매수자의 매력적인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황금낙하산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 높은 인수프리미엄을 받아내도록 협상
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Lambert and Larcker(1995)는 황금낙하산 계약의 채택이 3%
정도의 주가상승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때의 주
가상승은 황금낙하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일수도 있
고 또는 이 계약의 채택이 기업인수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투자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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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황금낙하산의 문제점
그러나 황금낙하산 계약은 과도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富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결국‘경영실패에 대한 보상’
이라는 비난도 있다. 예를
들어 Revlon의 전 회장인 Michael Bergerac은 기업사냥꾼인
Ronald Pearlman의 매수를 방어하지 못하고도 황금낙하산으로 무
려 3,500만 달러를 받았다. 황금낙하산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
여 황금수갑(golden handcuffs)이라는 용어가 생길정도였으며 이
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영자
참호가설을 지지한다.17) 반면에 이러한 금액이 경영진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규모가 큰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황금낙하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업인수 대금의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효율적인 인수방어수단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황금낙하산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황금낙하산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채택되기 때문에 종종 주
주들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충실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를
위배했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황금낙하산을 실행하는 이사회의 행동은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참고
로, 우리나라에서는 임원의 보수결정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법 하에서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황금낙하산
계약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적대적 인수가 이루어진 뒤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종
16) 정광선(1995),「적대적기업인수와기업의 대응」
, p. 114 에서 재인용.
17) 선우석호(1997),「M&A」, p. 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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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들도 해고되거나 감봉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적대
적 M&A 이후에 일반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도 상당한 퇴직급여
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양철낙하산(tin parachute 혹은 silver
parachute)이라 한다. 이러한 양철낙하산 계약은 적대적 M&A 이
후 종업원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매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e)
복수의결권주식이란 창업자 등 특정의 주주가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식제도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여 경영자원을 소진하거나 황금낙하산, 중요
자산의 매각, 인구포기대가의 지급(green mail) 등 무리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경영권 상
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IPO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카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에서는 통
일의결권방침으로 현재는 기존의 공개기업에서 신규의 복수의결권
을 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행이 금지되
기 전인 1994년 이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기업은 적용제외
를 하고 있다. 또한 신규공개시 복수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
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4년에 신규 공개된 인
터넷검색회사인 Google은 의결권이 다른 2종류의 주식을 활용해
서 창업자 2인 및 경영진이 강력한 의결권(1주당 10표)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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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편 1주당 1표의 우선주식을 일반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공개하면서도 장기적인 경영방침을 제시한 결과 주식공개 후 시가
총액이 5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18)

3. 적극적 경영권방어 수단
(1) 자본구조의 개편
기업은 전형적인 재무적인 구조개편을 통하여 적대적 M&A 대
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구조 개
편은 적대적 M&A가 시도된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1) 자본개편(차입형 자본개편)
자본개편(recapitalization은
) 1980년대 후반에 활발히 시행되
던 전략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방어수단이다.
자본개편은 일반적으로 차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입형
자본개편(leveraged recapitalization)이라고도 한다. 차입형 자본
개편은 1985년에 Goldman Sachs에 의해서 처음 개발된 방어수단
으로 LCO(leveraged cash-out) 또는 공개차입매수(public LBO)
라고도 일컬어진다.
차입형 자본개편의 기본적인 형태는 기업이 대규모의 차입을 통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주주들에게 대폭적인 배당
(super dividend)을 지급한다. 이처럼 초과배당을 받는 주주는 본
18) 국중권(2006),「적대적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 p.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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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주식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가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자의 공개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차입형 자본개편의 특징은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의 자기자
본이 負의 수준, 즉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차입을 통한 자본재편은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부채비율을 비정상
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대상기업을 매수하
고자 하는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도 억제하게 된다.
셋째, 경영진의 소유지분도 자본개편을 통하여 크게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차입형 자본개편을 실시한 기업들은 보다 확실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정관개정이나 poison pill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자사주 매입(buy back shares)
자사주 매입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을 흡수함으로
써 매수대상주식을 감소시켜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는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의 매입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일반 및 비대상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소유권을 고려
하지 않는 단순한 매집이다. 둘째, 특정한 주식(targeted share)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적대적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
이 있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셋째, 자사주 공개
매수(self-tender offer)로 이는 대상기업이 자사 주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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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를 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3조
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증권의 이름과
종류, 구매자의 신원, 재매입의 목적, 재매입주의 처분 계획 등을 공
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자사주 매입의 방어기능19)
자사주 공개매수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기업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도 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 적대적 매수에 대한 방어기능을 수행한다는 근거
를 살펴보면, 첫째,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Vermaelen(1981)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평균
23%의 프리미엄 가격에 이루어지며 공개매수 후에도 주가는 공개
매수 전에 비하여 약 13% 상승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신호전달과 주가상승효과는 회사의 내부자(이사 등 임원)들이 자
사주 공개매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전달할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
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상당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공개매수방식
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잠재적 매수자에게 최소한 그 정도의 가격
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공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둘째, 자사주 매입에 응하는 주주들은 외부주주이므로 자사주 매
입이 이루어지면 내부자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어 적대적 매수자
19) 정광선(1995),「적대적기업인수와기업의 대응」
, pp. 99~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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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권 획득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셋째, 자사주 매입의 결과로서 당해기업의 부채비율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수대상기업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우호적인 제3자
에게 매각한다면 그 의결권이 우호적으로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방
어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각 등의 목적으로 인수된 자사주는 즉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
능하다. 자사주 매입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는 취
득수량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취득금액만 상법 제46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1월에 신설된 증
권거래법에서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
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첫째, 주식 취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그리고 취득
금액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로 규정하였다. 둘째, 증권
거래소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매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 정부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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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1/3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후 1998년 5월 25일 개정시 자기주식
취득수량의 한도를 폐지하여 현재는 취득수량에는 제한이 없고 취
득금액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제도가 미국 제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경우 자사주 매입과 매각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의한 자사주
매입(즉 자사주 공개매수)은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방식의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구조개편20)
대상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서 인수제의기업이나 적대적
매수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주주들에게 월등하게 높은 가치를 제
공할 수 있다. 대상기업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활용도가
미흡한 경우, 특정사업에서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증권시장에 적절히 알려지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사업구조개편은 인수합병과 관계없이 평상시에 행하여지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대적 M&A 대상기업으로 지목된 후에 실
행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도 사업구조개편은 이단계 공개매수
20) 정광선(1995),「적대적기업인수와기업의 대응」
, pp. 107~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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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업분할 목적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1) 자산의 매각
자산의 매각을 통한 경영권방어란 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인수보
다는 당해 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높이 평
가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가장 큰 매력이 되는 사업부, 자회사 또
는 자산(왕관보석자산, crown jewel assets)을 매각함으로써 매수
자의 인수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① 잠금약정과 주주의 이익
또한 특정 자산을 즉시 매각하기보다는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의 기업, 즉 백기사에게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옵션을 부여하는
잠금약정(crown-jewel lock-up agreement)이 경영권방어수단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매수옵션의 부여는 매수자(raider)
가 대상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매수하는 계기(triggering
event)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매수옵션의 부여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다. 즉 매수옵션의 부여가 적대적 매수자 이
외에 경쟁적인 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인수가격을 높여서 주주에
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기존의 적대적 매수자를 인수경쟁에서 배
척시킴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매수옵션의 부여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
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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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자산의 매수가격(즉 매수옵션 행사가격)이 공정한 것인지
의 여부이다.
② 잠금약정의 방어효과 여부
대상기업의 판단과 달리 매수자가 잠금약정의 대상 자산을 특별
히 선호하지 않든가 또는 제3의 기업에의 대상 자산 매각이 공정가
격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매수기업은 매수옵션을 부여하는 잠금약
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즉 제3의 기업이 자
산 매수옵션을 행사할 경우 대상기업은 그 자산 대신에 더 많은 현
금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기업의 인수를 중단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잠금협정이 방어수단으로서
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수옵션이 부여된 자산이
대상기업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잠금약정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되
지 못한다.

2) 기업분할 및 분리신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적절히 인식되지 못
한 경우에 주식시장에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왕관보
석자산 또는 사업부를 모회사로부터 분할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신
설하고 그 주식의 일부를 공모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모회사가 다
른 기업에 인수될 경우에는 자회사의 남은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에
게 나누어 주게 된다.
참고로,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모기업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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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분하여 주는 분리신설(spin-off),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일
반에게 공모하는 신설공모(equity carve-out), 그리고 모기업의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split-off 및
일련의 split-off 과정을 거쳐 모기업이 사실상 소멸하게 되는 기업
분할(split-up) 등이 있다.

3) 다른 기업의 인수
다른 기업의 인수를 경영권방어에 활용하는 이유는 다른 기업의
인수로 인하여 대상기업의 사업성격과 재무적 내용이 크게 변화하
게 되어 매수하고자 하는 매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상기업이 인수한 다른 기업의 업종과 매수기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에 시장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둘째, 다른 기업을 인수한 후에는 대상기업의 규모가 커지
므로 매수기업 입장에서는 매수자금 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다. 셋째, 대상기업이 현금이나 차입을 통하여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재무적 측면에서 매수기업에 대한 매력이 크게 감소될 것
이다. 특히 재무상황이 양호한 대상기업이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매력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3) 구조개편 이외의 방어수단
1) 그린메일(Greenmails)
그린메일이란 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가 보유한 주
식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재매입함으로써 매수자의 매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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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막는 방법을 말한다. 그린메일은 특정지분재매입(targeted
share repurchases)의 형태를 갖는데, 이는 회사를 강탈할 의도가
없는 특정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의
의 용어이다.
그린메일의 지급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적대적 매수를 방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린메일 발표시 주가는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Bradley는 7년 동안 86개의 그린메일을 조사한 결과 주가가 최
대 13%까지 하락하는 등 일반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
이고 있다.21)
2) 백기사(White knights)
백기사 전략이란 기업이 원하지 않는 매수의 대상이 되거나 잠재
적인 매수자의 매수위협에 직면한 현 경영진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의 인수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의 제3의 인수자를 백기사라고
한다. 여기서 우호적이라는 의미는 매수자보다 더 높은 매수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를 청산하거나 현 경영진을 교체하거
나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우리나라의 백기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한 규모의 지분을 취득해서 현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 도움을 주는
제3자도 백기사로 불린다.
21) 선우석호(1997),「M&A」, p. 436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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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원진이 경남에너지를 인수하려 하자
가원이 대웅제약을 백기사로 초빙하여 원진의 경남에너지 인수 시
도를 무위로 만든 사례가 있다. 1972년에 설립된 경남에너지는 지
분 14.6%의 1대 주주 원진과 13.5%의 2대 주주 가원이 공동 경영
하는 회사였다. 한편 원진이 주식 18만주를 공개매수해 독자적으
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고 발표하자 가원은 대웅제약에 백기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웅제약은 40억원을 들여 원진의 공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남에너지 주식매입에 나섰고 결국
원진의 공개매수는 실패하였다. 참고로 그 후 대웅제약은 경남에너
지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경남에너지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은 잠재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등으로 얽혀 있어 계열사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되
어 있으며 외부에서 적대적 매수를 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제도 등으
로 인하여 계열회사들에 의한 백기사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 되고,
특히 2006년 KT&G를 공격한 Carl Ichan 같은 외국의 기업사냥꾼
의 적대적 매수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상호 백기사 협약을 체결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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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적대적 M&A 관련 제도

1. 미국22)
(1) M&A 관련 법체계
미국의 M&A 관련법은 연방법과 州法의 2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M&A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으로는 증권시장 규제수단인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Sherman Act, 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 법 등의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조세법
등이 있으며, 세부규정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연방거
래위원회(FTC) 규정 등이 있다. 이들 M&A 관련 연방법의 성격은
공개된 주식시장을 전제로 주주의 권리를 중시함으로써 주식공개
매수 등 M&A를 적극 용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 인수측과 방
어측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M&A와 관련이 있는 州 法으로는 각 州의 회사법이 있으며 이
들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합병 등 일반적
인 회사의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
적 M&A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1968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
자 1970년 SEC는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각 州는
22) 본 절‘미국의 M&A 관련 제도’내용은 김신, 김은주, 이은영(2004),「미국의 적대적 M&A
절차규제 조사」
와 전경련(2005),「외국 M&A 관련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의 내용을 참조,
인용하고 있다.

58

1970년대 들어 州내 회사설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반기업인수법
(anti-takeover statutes)을 적극 도입하였다.

(2) 증권거래법(SEA：Securities Exchange Act)
증권거래법은 M&A와 관련하여 대상회사 및 일반 투자자가 정
보의 부재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
반적인 원칙과 규제를 정하고 있다.
1933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3)은 주
식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교환공개매수(exchange tender offer)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
다.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1933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SEC에 당
해 유가증권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회사가 주주에게 정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를 공시토록
하는 정보공개의무와 위임장 권유(proxy solicitation)를 할 경우
SEC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즉 1968년 이전까지는 거의 사례가 없
던 현금공개매수(cash tender offer)에 의한 적대적 M&A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에 현금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
보면 기업인수 희망자는 모든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시킨 후 토요일
저녁에 Wallstreet Journal에 기습적으로 대상회사의 주주에 대한
매수청약을 발표하는 소위‘토요일 밤의 특별프로’(Saturday
night special)가 성행하였다. 특히 신문 광고에는 대상회사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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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단지 매수 예정 주식
수 정도만 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기간도 초단기로 제한하고 있
었다. 따라서 대상회사 주주들의 경우 선착순으로 청약한 51% 주
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주주만이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었으며, 대상회사의 경우
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
이처럼 기존 증권거래법은 현금공개매수를 규제하지 못하는 반
면에, 현금을 이용한 초단기 기업매수가 성행하면서 기업탈취자의
공격적 매수로 인한 대상회사 주주의 권익 침해, 경영권방어 기회
의 상실 등의 폐해가 증가하게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68년
에 Williams 법을 제정하였다.

(3) Williams 법
미국에서는 1960년대 들어서 M&A 붐이 일면서 공개매수
(tender offer)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공개매수란 일반적으로 기
업매수자가 기업 매수계획을 비밀리에 진행시켜 오다가 기습적으
로 대상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매수청약
발표 시점에는 M&A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
는 기회가 거의 봉쇄되었으며 주주의 경우도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는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주의 경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반면에,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은 적대적 M&A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회사의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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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일부 인수제의(partial bids)’
를 금지하지 않고 있었
기 때문에‘강압적인 인수제의(coercive bid)’
가 발생할 수 있으
며,23) 또한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한‘의무공개매수제도’
도 인정하
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1968년에 대상회사의 주주 및 경영권을 보호한
다는 관점에서 정보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중립적 성격을 지
닌 연방법인 Williams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Williams 법
이란 기존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3조, 제14조에 추가로 신설된 13(d), 13(e), 14(d),
14(e), 14(f) 조항을 지칭하는 것이며,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와 공개매수(TOB：Tender Offer Bid)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70년에 일반주주들이 공개매
수 제의를 받는 경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를 갖도
록 함으로써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
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
련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M&A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적대적
M&A와 관련된 장내매집(stock accumulation), 공개매수(tender
offer), 위임장경쟁(proxy contest) 등에 필요한 공시 및 절차는
증권거래법 제13조, 제14조와 이에 근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정(Rules & Regulation) 13D, 14D, 14E에서 규율하고
있다.

23) 강압적인 인수제의(coercive bid)란 기업인수 희망자가 매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매수에
응하지 않는 일반 주주들이 소수주주로 남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에매수제의에응하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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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lliams 법의내용
미국 증권거래법 Section 13(Periodical and Other Report)은
정기보고서 등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14(Proxies)는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Williams 법은 증권거래법 Section 13(d), (e)와 Section
14(d), (e)를 통하여 인수회사가 주식을 대량 보유했을 때의 보고
의무 및 공개매수할 때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Williams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

Williams 법의 주요 내용
조항

규제사항

·보고의무발생요건및보고사항
13(d)：5% 초과주식보유자에대한 ·수정사항보고의무
Section 13 :
보고의무
·보고의무자의정의
정기적및기타
·보유주식의규모에대한기준등
공시의무
·자사주재매입시위법사항
13(e)：발행자에의한주식매입
·사기및시세조종적행위금지등

Section 14 :
위임장(Proxy)

·공개매수의보고의무발생
14(d)：5% 초과주식보유자의공개
·공개매수의공시방법
매수및예외
·주주간의평등대우등
14(e)：공개매수관련주요사항에
대한사기및정보누락

·공개매수공시의위법사안
·사기및시세조종적행위

자료：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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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주식 보유시 보고의무：5% rule
전국적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실질
적인 소유(beneficial ownership)를 하거나 그 소유지분의 변동
및 기타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SEC, 대상회사의 증권 발행인, 당해 증권이 거래되는 모든 증권거
래소 등에 SEC의 정식보고서인‘Schedule 13D’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Schedule 13D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유가증권 발행인 및 유가증권의 종류, 매수대금에 관
한 사항, 매수목적, 소유지분에 관한 사항, 계약·약정·합의 사항
등이다. 특히 보고 사항 중 매수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
는바 발행회사의 경영권(지배권) 취득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와 동
회사의 청산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과 관련된 계획 또는 제안이 있는지
의 여부 등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SEC는 1998년 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관투자자 및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동
적 투자자(passive investor) 등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식 보고
서인 Schedule 13G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의무가 있는 지분 증권(equity securities)은 주권, 신주인
수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권 등을 포함하는
의결권 관련 증권이며, 5% 초과보유 여부는 발행 주식
(outstanding equities) 중 회사 이외의 자를 주주로 하는 동일 종
류(a class of securities)의 社外株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발행자
및 자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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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한국과 미국의 5% rule 비교
한국

미국

최초보고시기

상장법인등의주식등을5% 이상대
량보유하게되는때

공개회사의지분증권을직접또는간
접적으로 5%를초과하여실질적으로
보유하게되는경우

5% 기준

주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등을합산하여적용

지분증권각각에대하여개별적으로
적용

보고기한

보고사유발생일로부터5일

보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본인과특별관계자

실질보유자

보고의무자
추가보고의무

위반시벌칙

보유주식비율이1% 이상변동되거나
주식의대량보유목적의변경이있는 중요한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경우
5%를초과하는위반분에대하여의
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으며, 공
결권행사를제한하며, 금융감독위원
시내용의허위, 누락등을문제삼아소
회는당해위반분의처분을명령할수
송을제기하는것이일반적임
있음

자료：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SEC는 법원에 금지명
령(injunction)을 청구하거나 스스로 정지 명령(stop oder)을 내
릴 수 있으며 법무부의 기소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되어 있
다. 다만 미국의 5% 보고의무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규
정 위반 여부는 결국 당사자간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
정되고 있다.
3) 공개매수(Tender Offer)
공개매수(tender offer)와 관련하여 연방법인 증권거래법
section 14(d), 14(e) 및 SEC Regulation 14D, 14E는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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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동시에 일정 사항을 공시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
하고 있는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들에 대한
매수참여 압력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법 및 SEC 규정은‘공개매수의 경우 일정
사항을 공시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매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Williams Act 제정 당시
미국 의회는 공개매수를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대신에 법원이 개
별 사안별로 유연성 있게 공개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만약 법률로써 공개매수를 엄격하게 정의
할 경우 기업매수자는 비정형적인 거래방식을 고안하여 Williams
Act를 회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SEC나 법원은 사실상 공개매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공개매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거래가 고안될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하고 공개매수의 정의를 상세히 기술하려고 시도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경영권방어수단
이 개발되면서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공개매수에 의한 인수행위가
무력화됨에 따라 공개매수를 상세히 정의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즉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각 州의 회사법이 反기업인수 조항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 주식매수행위
가 위축되었고, 대상회사의 방어전술 및 경쟁공개매수 기회를 통해
공개매수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법 및 SEC의 공개매수 관련 규정 내용은 공개매
수를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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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한국과 미국의 공개매수 제도 비교
한국

미국

공개매수정의

증권거래법및SEC Regulation에서
주식등을유가증권시장밖에서 10
정의하고있지않음.
인이상의자로부터매수·교환·입
법원이공개매수여부를판단하도록
찰·유상양수등을하는행위
하고있음.

보고시기

공개매수등을한후에본인과특별
5% 초과실질소유자가공개매수를
관계인이보유하는주식의합계가
할경우
5% 이상이되는경우

공개매수기간

공개매수공고일로부터3일이경과
한날부터 2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

대상회사의의견서 해당사항없음

최초공개매수기간은공개매수청약
개시일로부터20일이상(추후추가
적으로3일내지 20일간의후속매수
기간설정가능)
공개매수가개시되면대상회사는 10
일이내에그주주들에게공개매수에
대한의견서를송부함

자료：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

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주가 올바른 매도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고, 대상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대상회사 경영진의
공개매수 검토 및 방어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기존 주주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자
는 취지이다.
한 마디로 Williams 법의 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
를 가져왔다. 첫째, Williams 법 제정으로 공개매수에서 적대적
M&A가 비록 절차상으로는 까다로워졌지만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경영의사결정의 결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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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전에는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M&A가 주로 존경받지 못
하는 기업인들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Williams 법 제정과 동시에 공개매수 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Williams 법 등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공개매수가 일반화되면서
대상기업 주주에게 지급되는 프리미엄도 법 제정 전의 32% 수준
에서 53%로 증가되었다. 둘째는, 대상기업에게 방어할 충분한 시
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세련된 경영권방어수단이 나타나게 되
었다.24)

(4) 각 州의 反기업인수법(Anti-takeover statutes)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연방법인 Williams Act가 공개매수 공시
와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을 규정하였으
나 매수자가 권리남용적인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대상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지배주식에 대한‘일부인수 제의(partial bid)’
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주주들은 공개매수자가 인수에 성공한 경우에 소수주
주로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수 제의에 응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강압적 인수제의(coercive
bid)’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무공
개매수 제도25)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26)
24) 선우석호(1997),「M&A」, p. 344 참조.
25) 영국 City Code 9.1항과 EU 제13준칙 5.1항에서는 인수희망자가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30%)의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는 의무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중권(2006),「적대적 M&A 방어법제
에관한 연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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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개매수에 의한 M & A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70～1980년대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는 자신의 州 내에
있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Williams Act와는 다
른 형태의 반기업인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들
어 정크본드 시장이 붕괴되고 Bank loan syndication market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적대적 M&A가 감소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반기업인수법으로는 지배주식취득법, 기업결합제한
법, 주식매수청구권법, 이익반환법, 공정가격법, 그린메일 금지조
항, 독약조항 등이 있다.
1) 제1세대 反기업인수법27)
제1세대 반기업인수법으로 불리는 1968년의 버지니아 州의 반
기업인수법은 Williams 법이 제정되기 약 5개월 전부터 효력이 발
생하고 있었으며 이후 35개 州에서 공개매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채택되었다.
이 법률은 공개매수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州
내에 있는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에 대하여
설립준거법, 주된 영업자, 주된 자산의 소재지, 주주의 분포 등과
같은 州증권법의 특별한 절차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하
26) 미국에서도 연방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시도한 바가 있다. 1985
년에 의회에 상정된 주주민주주의법안(Shareholder Democracy Act)에서는 공개매수자
및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없이는 공개매수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1985년에 상정된 기업생산성법안(Corporate Productivity Act)에서는 대상회사
의 사외이사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3 이상이 공개매수를 승인하지 않는 한, 특정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 바 있다. 국중권
(2006),「적대적 M&A 방어법제에 관한연구」에서재인용.
27) 국중권(2006),「적대적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 p. 54 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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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매수의 개시는 정보의 충분성에 관한 것뿐 아니라 공개매
수의 공정성까지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82년의 Edgar v.
MITE 판결에서 Illinois 州의 공개매수 규제는 州 外部로까지 그
효력이 미치고 있고, 주간 통상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위배된
다고 판시하고, 또한 대법원은 Illinois 州法은 Williams 법이 취하
고 있는 공개매수자 및 대상회사에 대한 중립정책에 충돌되는 것
으로서 상위법(연방증권법을 지칭)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
였다. MITE 판결을 계기로 대상회사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많
은 주의 공개매수 규제가 무효화되고 제2세대 반기업인수법이 출
현하게 되었다.
2) 지배주식취득법(Control Share Acquisition Statutes)：제2세
대 反기업 인수법28)
제2세대 반기업인수법의 주된 내용 및 특징은 공개매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주총회의 의사를 존중하였다는 것이
며 그로 인해 경영진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2세대 반
기업인수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Ohio 州에서 제정된‘지배주식취
득법(Control Share Acquisition Statues)’
이 있는데 공개매수자
의 주식보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개매수자의 의결권
은 주식취득일 이후 50일 이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개매수자
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공개매수자에 대한 의결권
28) 국중권(2006),「적대적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 p. 55 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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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지배주식 취득요건을 채택하고 있는 주

취득지분율(%)

승인방법

10, 20, 30, 40, 50%

과반수

10, 20, 33, 50%

특별다수결

20, 33, 50%

과반수

20, 33, 50%

특별다수결

20% 이상에대해매번

과반수

해당州
Hawaii
Maryland
Arizona, Florida, Indina, Kansas, Louisiana,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vada,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da, Tennessee, Utah, Virginia, Wyoming
Idaho
Wisconsin

자료：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에서 재인용.

부여를 인정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준거 법률을 州증권법이 아닌 主회사법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2세대 반기업인수법들은 대체로 위헌문제의 소지를
회피하는 내용으로 고안되어 있어 1982년의 MITE 판결 이후 8년
동안 37개 州에서 채택되었다.
3) 사업결합제한법(Business Combination Statutes)：제3세대 反
기업인수법29)
공개매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3세대 반기업인수
법은 제2세대 반기업인수법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공개매수
를 봉쇄하고 있다. 즉 제2세대 반기업인수법은 주주총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었던 점에 비하여, 제3세대 반기업인수법은 일정비율
29) 국중권(2006),「적대적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 p. 56 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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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이해관계주주와 대상회사 간의 사업결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정기간동안 금지하였다. 제3세
대 반기업인수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6년 제정된 뉴욕주법이
있는데 뉴욕 州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
립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을 20%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경
우에는 당해 대상회사의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는 5년
간은 매수자와의 합병 등 일정한 사업결합거래 ( b u s i n e s s
combination transaction)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결합제한법의 취지는 매수자가 지배권 취득에 성공하더
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대상회사를 기존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자
는 것으로서, 지배권 취득 후 회사청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기이
익을 노리는 기업인수(bust-up), 회사재산 일부의 매각을 수반하
는 기업인수, 대상회사의 자산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계획으로
<표 Ⅳ-5>

미국 각 주별 사업결합제한 기준 지분율

기간

해당州

2년

South Carolina(10%)

3년

Arizona(10%), Delaware(15%), Idaho(10%), Illinois(15%), Iowa(10%),
Kamsas(15%), Massachusetts(5%), Nevada(10%), Ohio(10%), Oklahoma
(15%), Oregon(15%), Texas(20%), Virginia(10%), Wisconsin(10%),
Wyoming(15%)

4년

Minnesota(10%), South Dakota(10%)

5년

Connecticut(10%), Georgia(10%), Indiana(10%), Kentucky(10%), Maine(25%),
Maryland(10%), Michigan(10%), Missouri(20%), Nebraska(10%), New
Jersey(10%), New York(20%), Pennsylvania(20%), Rhode Island(10%),
Tennessee(10%), Washington(10%)

자료：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에서 재인용.
자주：2001년 현재 33개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법조항이 적용되는 매수자의 최소 보유
지분율기준은 각주마다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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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기업인수 등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사업결합제한법이 뉴욕주법에서 도입된 이후, 상당수의 州가 이
사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뉴욕주법을 따르게 되었고 법률상 반기업
인수 조항을 거의 채택하지 않던 Delaware에서도 1988년 사업결
합규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Delaware 주법에서는 매수측이 최초
의 매수(공개매수 등)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8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때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2/3 이상이 사업결합거래
에 찬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주식매수청구권법(Redemption Right Statutes)
매수자가 일정수준의 주식을 취득하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주주는 매수자에 대해 공정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압성을 이용한 부분적 기업인수를
저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법에 의할 경우 매수자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매수 전에 인수합병에 필요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적대적 인수합
병을 제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경우 South Dakoda 州에서는 50%, Maine 州에서는
25%, Pennsylvania 州에서는 20%를 취득한 주주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동 법이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
5) 이익반환법(Disgorgement Statutes)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평가 차익만을 노리는 매수자에 대
하여 투자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조항이다. 매수자가 적대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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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후 주가가 상승할 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생기게 되는 매매
차익을 대상회사에 귀속시킴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
과가 있다. 동 법이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는 매수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 24개월 동안 취득한 대상회사
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익반환법은 Pennsylvania 州와 Ohio 州에서 채택되고 있으
며, 다만 선의의 매수자가 인수합병에 실패한 후 자금운용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조차 매매차익이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6) 공정가격법(Fair Price Statutes)
이해관계 주주가 그 대상회사와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非이
해관계주주에게 공정가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또는 이사회
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非이해관계주주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2단계 기업매수(Two-Tier
Takeover)에 있어서 1단계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식을 취득한 자
가 소수주주를 낮은 대가로 축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7) 그린메일 금지조항(Anti-Greenmail Provision)
이사회와 비관계주주의 승인이 없이는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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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약 조항(Poison Pills Provision)
적대적 공개매수와 관련된 일정 사실이 발생하면 매수자에게 막
대한 자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州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약조항은 그린메일 금지조항과 마찬
가지로 주주가 찬반투표를 통해서 정관에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대상회사 주주의 동의없이 실행되고
있다.

2. 일 본
(1) 일본의 경영권방어 관련 공방 배경30)
1) 라이브도어와 후지TV 간의 M&A 공방
일본은 2005년 2월 8일 IT업체인 라이브도어(Livedoor)가 닛
폰방송(NBS)의 지분 35%를 취득했다고 발표하면서 라이브도어
와 후지TV 간에 적대적 M&A와 경영권방어 관련 공방을 시작하
였다.
닛폰방송이 후지TV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라이브도어가 닛폰
방송의 지분 35%를 취득하게 되자 후지TV는 라이브도어가 닛폰
방송을 통하여 후지TV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적
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30) 한국은행(2005),“최근일본의 적대적 M&A 공방 및 영향”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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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방송과 후지TV는 우선, 라이브도어의 지분확대를 저지하
기 위하여 닛폰방송이 후지TV를 受權者로 하는 신주예약권을 발
행키로 하였으며, 둘째 라이브도어가 닛폰방송의 지분을 시간외거
래로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라이브도어는 신주예약권 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신주예
약권 발행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ⅰ)신주예약권 발행은 부당하며 ⅱ)현행법상 시간외거래는 문제
가 없다고 판결하였다.31) 이에 라이브도어는 닛폰방송의 주식매입
을 지속하여 3월16일에는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였다.
한편 후지TV는 증액배당을 결정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소
니, 히타치 등 우호기업에 자사주 매입을 요청하는 등 라이브도어
의 닛폰방송을 통한 자사의 경영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결국 3월 2 4일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S B I )가 W h i t e
Knight로서 닛폰방송이 보유하고 있던 후지TV 지분을 임대받아
최대주주(13.88%)가 됨으로써 라이브도어의 경영개입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일본의 전통적 사회구조의 반영
라이브도어가 닛폰방송의 지분을 취득한 사건이 일본에서의 최
초의 적대적 M&A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32) 당시 일본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
석이 있다.33)
31) 지방법원(3월 11일), 고등법원(3월 23일).
32) 2003년 미국계 펀드가 유시로화학공업과 소토에 대해 2건의 적대적 M&A를 시도하였으
며, 다만 공개매수(TOB)의 실패로종결되었다(2003년12월19일).
33) 한국은행(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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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시에 M&A와 관련된 회사법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적대적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
었다. 2005년 2월 9일에 확정된 회사법 개정요강34)에는 합병, 주
식교환, 주식이전과 같은 조직재편행위를 자유화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
대하고 있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영권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동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간의 상호합의 없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적대적
M&A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으며, 이로 인해 일
본에서의 M&A 실적은 미국, 유럽지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에서의 실적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후지TV는 정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언론사였다는 것이다. 즉 다른 언론매체들의 경우 후
지TV가 자신들과 동일업종이었기 때문에 당해 적대적 M&A를 심
층보도하게 되었으며, 언론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
계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M&A는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하는 것으
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셋째, 닛폰방송을 인수하고자 하는 라이브도어는 당시에 설립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적극적인 M&A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종합 인터넷업체로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등 사
장의 파격적인 언행 등은 일본 재계의 통념에 역행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34) 당시의 개정회사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5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부
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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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M&A 공방 대상인 라이브도어와 후지TV 비교
라이브도어(Livedoor)

후지TV

설립연도

1997년8월

1957년 11월

자본금

240억엔

1,062억엔

대표업종

인터넷서비스

TV방송

대표자연령

33세

68세

이미지

젊은서구적경영자
흰색점퍼에노타이차림

전통적인일본식경영자
검은색양복에푸른색타이

참고로 일본의 일각에서는 후지TV가 産經新聞을 자회사로 보
유한 48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기업인 반면에 라이브도어는 신흥
기업인 점을 지적하면서 당해 M&A 사건을 일본 내 新舊 세대의
충돌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2) 신회사법상의 주요 방어수단35)
일본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제
도는 첫째, 사전적 방어수단으로 상호출자를 통한‘주식의 상호보
유’
, 둘째,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우호적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주의 제3자 배정’
이었다. 그러나 주식의 상호보유는 시가회계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
했으며, 신주의 제3자 배정 방식은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또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
장기업의 방어수단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일본은 2001년 및 2002년에 상법을 개정하여 신주예약권이나
35) 이하에서는 권종호(2005),“일본의 적대적 M&A 현황과 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동향”
의
내용을 참조·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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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제한주식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 제도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기 때
문에 방어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신회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미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방
어수단이 정당화되었다.
1) 종류주식의 다양화
주식회사의 주식의 권리 내용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을 매개하는 수단이라
는 측면을 고려할 때 주식의 권리 내용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주식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
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일컬어 종류주식
(class shares)이라고 한다. 즉 주식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
는 표준형 지분권인 보통주식(ordinary shares) 이외에 그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서도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법 344조 제1항은 회사가 일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ⅰ)이익배당이나 ⅱ)
이자의 배당 또는 ⅲ)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
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신회사법은 총 9종류의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ⅰ)잉
여금의 배당, ⅱ)잔여재산의 분배, ⅲ)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항(의결권제한종류주식), ⅳ)주식양도에 있어서 회
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양도제한종류주식), ⅴ)주주가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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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인소유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취득청구권부종류주
식), ⅵ)회사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주주로부터 강제적
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취득조항부종류주식), ⅶ)주주총회
결의에 기해 회사가 전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전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ⅷ)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사항 중 종류주
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거부권부종류주식), ⅸ)종류주주총회
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임원선·해임종류주식·class
voting 주식)처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① 의결권제한종류주식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보
통주식은 모든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 반면에,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의 경우는 완전무의결권주식처럼 모든 결의사
항에 대해 의결권이 없거나 특정사안(예를 들어 이사의 선임, 재무
제표의 승인 등)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참고로 상기의 의결권제한주식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는 이익
배당우선주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무의결권주식(한국 상법 제371
조 제1항)이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경우도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의결권제한주식과 동일
하지만, 무의결권주식은 배당이 없을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② 양도제한종류주식
양도제한주식이란 양도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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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을 말한다.
일본 신회사법 제108조 제1항은 회사는 정관을 통하여 발행주
식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려면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신회사법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종류별로 양
도제한주식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양도제한주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회사는 일부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첫째로 보
통주식은 상장을 하도록 하고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제한주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로 양도 제한의 유무만으로도 하나의 종류주식을
구성하게 되므로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그 일
부에 대해서는 양도제한주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③ 취득청구권부종류주식
취득청구권부주식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주식을 취득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
한다.
일본 신회사법 제2조 제18호는 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일부를
취득청구권부주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주식취득 청구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 대가
로 현금 이외에 사채, 다른 종류의 주식, 신주예약권 및 기타 재산
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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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조항부주식이란 상기의 취득청구권부주식과 반대로 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즉 취득청
구권부주식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반면에, 취득조항부주식은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일본 신회사법 제2조 제19호는 회사는 정관을 통해 발행 주식
의 일부를 취득조항부주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조항부주식의 경우도 취득청구권부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취
득 대가로는 현금 이외에 사채, 다른 종류의 주식, 신주예약권 및
기타 재산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사가 주식취득의 대가로 사채나 다른 종류의 주식을 교부할
경우 취득조항부주식은 사채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회사측에 있는 주식이 된다. 따라서 취득조항부주식의 내용을 어떻
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적대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종류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
한다.
일본 신회사법 제108조에 규정된 전부취득조항부주식의 경우
처음에는 기업의 파산처리 과정에서 법적 파산절차에 의존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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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취득청구권부주식, 취득조항부주식, 전부취득조항부주식
취득청구권부주식

자기주식취득
결정주체
주식취득의조건

취득조항부주식

전부취득조항부주식

주주의청구에의해자
기주식취득

회사의결정에의해자기 회사의결정에의해자
주식취득
기주식취득

정관에규정

정관에서정한일정사유 주주총회의결의로결
의발생
정

신에 주주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주식의 100% 감자와 같이 발행
주식 전부를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그 후 적
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보통주식과 같
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100% 감자를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에만 해당되고 있다.
주식취득 대가와 관련하여 전부취득조항부주식을 취득하여 소
각처리(즉 100% 감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취득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상기의 취득청구권부주식이나 취득조항부주식과 마찬
가지로 주식취득 대가로 현금 이외에 사채, 다른 종류의 주식, 신주
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및 기타 재산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
다. 따라서 전부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대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에 따라서 적대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⑥ 거부권부주식
거부권부주식이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정관에서 정
한 사항에 관해 거부권(동의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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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주식을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서 특정종류의 주식에게 주주총
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해 거부권(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법정결의사항이 아닌 사항
에 대해서도(예를 들어 고문변호사의 선임) 정관에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특정종류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이외에도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⑦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이란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
는 이사 및 감사의 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 동 주
식이 발행되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각 종류주주총회 단위로 행
하여지며, 전체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이사 및 감사를 종류주주총회 단위에서 선임하는 방법(class
voting for a classified board of director)은 미국에서도 합작회
사, 벤처기업 등에서 주주 간 계약으로 합의한 수의 이사를 각 파가
선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종류
주주총회 단위별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정관
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선임을 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서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해임은 특별결의로 한다.

2) 신주예약권제도
신주예약권이란 권리자(신주예약권자)가 사전에 정해진 기간

Ⅳ. 외국의적대적M&A 관련제도 83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회
사에 대해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사가 부여하
는 당해회사 주식에 대한 일종의 콜옵션을 의미한다. 신주예약권자
가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신주예약권은 이사나 사용인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또는 사채에 부가하는 형태의 것(즉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
권사채의 신주인수권)만 인정되었으나, 신회사법에서는 신주예약
권은 누구에 대해서도(법 개정 전의 이사, 사용인뿐만 아니라 주
주, 혹은 거래선 등도 포함) 권리 자체만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였고 유리발행36)이 아닌 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주예약권은 첫째, 무상으로 신주예약권을
이사나 사용인에게 부여할 경우에는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이는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제도와 동일함), 둘째, 자금력
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현금지급에 대신하여 신주예약권을 부
여할 수 있으며, 셋째,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주주에게 교부해 두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등 이용범위가 대폭 확
대되었다.
① 신주예약권무상배정제도
신회사법에서는‘신주예약권무상배정제도’
가 도입되었는데 이
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예약권
36) 유리발행이란 제3자 할당증자의 일부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특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
주를 발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리발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 지분의 희석화를
발생시키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요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6) 자세한 내용은 http://bizex.goo.ne.jp/mng/4_1/93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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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주예약권무상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이사회가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결정하면 주주에 의
한 신청 및 회사에 의한 배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이사회의 신주예약권 발행결의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주주는 신
주예약권자가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신주예약권을 활용
한 포이즌필이 쉽게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②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
신회사법에 종류주식인 취득조항부주식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에 신주예약권의 경우에도 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소유의 신주예약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소위‘취득조항부신
주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는 신주예약권의 취
득 대가로 현금 이외에 사채, 주식, 다른 신주예약권, 기타 재산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회사는 사채로 강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주예
약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널
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단원주 제도
단원주 제도란 2001년 6월 상법개정에서 주식합병절차를 간소
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위주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인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수의 주식을‘1단원’
의 주식으로 하고, 1단
원의 주식에 대해서는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대신에 1단원 미
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단
원주 제도를 활용하면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hare)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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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신회사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방어수단37)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중에는 특정 매수자와 일반 주주
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매수자의 주
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소각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2005)은 주식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주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종류주식제도가 이
미 존재하고 있으며 신주예약권에 차별적인 행사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일본에서도 특정 매수자를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방어수단인 ⅰ)포이즌 필, ⅱ)황금주, ⅲ)복수의결
권주의 도입이 가능하고, ⅳ)Shark Repellent(방어목적의 정관변
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 포이즌 필(Shareholder's Rights Plans)
①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 필
일본에서는 신주예약권을 활용하여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이 행
하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매수자 이외의 주주만
이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차별적 행사조건이 부여된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의 일
정비율(예를 들어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혹은 공개매수를 시도
37) 이하에서는 권종호(2005)“일본의 적대적 M&A 현황과 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동향”
의내
용을참조·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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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부여하는데, 이때 적대적
매수자의 경우는 차별적 행사조건으로 인하여 신주예약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매수자의 지분비율이 감
소하게 되어 적대적 매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적대적 매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이때 매수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에게 신
주예약권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지분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적대적 매수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두 가지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
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가치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술한 첫 번째 방법과 관련하여 일본 상법이 신주
예약권의 행사조건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또
신주예약권의 행사는 주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므로, 차별적
인 행사조건이 붙은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주
예약권을 주주 전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만 신
주예약권을 배정하는 것은 신주예약권인수권의 배정에 관해 법률
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신회사법 개정 전에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여부에 관한 판단은 오
직 주주만 할 수 있었지만, 신회사법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
가 신주예약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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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강제취득조항이 붙은 신주예약권을 발행
하면 회사가 필요에 따라 신주예약권을 매수하여 소각처리가 가능
하게 되었다.
② 매수자의 의결권만 희석시키는 포이즌 필
‘매수자의 의결권만 희석시키는 포이즌 필’이란 전술한 취득조
항부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을 조합한 것으로 신주예약권을 이용
한 포이즌 필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매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상술한‘취득조항부주
식’
을 이용하여 매수자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자에게
는 그 대가로 의결권제한주식(이사 선임에 관해 의결권이 없는 주
식)을 교부하게 되면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 필과 동일한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식의 방어수단은 매수자의 의결권은 희석
시키지만 배당비율은 희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황금주와 복수의결권주식
① 황금주
황금주란 기업합병이나 이사의 선·해임 등 중요사항에 관한 결
의에 관하여 거부권을 부여한 특수한 주식을 말한다. 황금주는 종
류주식을 활용하여 발행될 수 있는데, 합병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갖는 종류주식(즉 거부권부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
게 발행하고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제한을 가하는(양도제한주식)
것이다.
신회사법 제10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거부권부주

88

식이나 양도제한주식 같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복수의결권주식
복수의결권주식은 소위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hare)의
한 종류로서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보통주에 비하
여 의결권수가 많이 부여된 주식을 일컬으며, 전술한 단원주 제도
와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즉 우호적인 제3자에게는
1주를 1단원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그 이외의 주주에게는
100주를 1단원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1단원의 주식에 한해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므로 우호적인
제3자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에 그 이외의 주주
는 100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므로 적대적 매수자에 대한 방
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관변경에 의한 방어수단(Shark Repellent)
Shark Repellent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으로 규정된 정관 또는 변경정관을 말한다. 정관에 의한 방어수단
은 대부분 방어 효과가 크고 또한 포이즌 필 등 다른 방어수단과 같
이 활용함으로써 방어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 따
라서 Shark Repellent를 도입할 경우에 정관변경 등을 위한 주주
총회 결의시 주주에게 당해 방어수단의 부작용 유무를 포함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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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특별결의조항(super majority provisions)
초특별결의조항이란 기업합병이나 이사의 선·해임, 영업양도
등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결의요건을 가중시키기 위한 취
지의 정관규정을 말한다. 신회사법 개정 전에는 회사가 기업합병이
나 이사의 선·해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신회사법 제
309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시킬 수 있
도록 하였다.
② 사업결합제한조항, 공정가격조항, 지배주식조항
사업결합제한조항(business combination freeze-out
provisions)이란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이사
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정기간(전형적으로는 3년부터 5년) 대상회
사와의 합병, 해산, 자산의 처분 등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공정가격조항(fair price provision)이란 회사가 합병 등 기업결
합을 하려면 소조주주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자 이외의 주주에
의한 초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하는 조항을 말한다.
지배주식조항(control share acquisition provision)이란 매수
자가 대상회사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
후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이해관계자 이외의 주주의 과반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말한다.
신회사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도 Shark Repellent의 유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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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결합제한조항, 공정가격조항, 지배주식조항 등의 규정 도입이 가
능하게 되었다.

(4) 일본 경제산업성·법무성의 방어수단에 관한 지침38)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EU와 달리 적대적 M&A에 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공정한 방법이며 어떠한 것이 공정한 방
어수단인가에 대하여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행동규범이 형성
되어 있지 않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적절하고 공정하
게 이용될 경우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지만 반대
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규범이 없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적대적 M&A와 과잉방어가 반복
되어 본래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인 적대적 M&A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공동으로 2005년 5월27일「기업가치·
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와 향상을 위한 매수방위책에 관한 지침」
을
발표하였는바, 동 지침은 기업가치연구회에서 발표한「기업가치보
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어수단에 관한 원칙을 근거로 하고 또
한‘신주예약권과 종류주식’과 같은 방어수단이 향후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해 방어수단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
단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어수단은‘신주예약권을 이용
한 포이즌 필’등과 같은 소위 평상시에 도입하고 유사시에 발동하
는‘사전예방형 방어수단’이며,‘신주의 제3자 배정’
과 같은 소위
38)

濟産業省·法務省(2005), 「企業 値·株主共同の利益の確保又は向上のための買收防
衛策に關する指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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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에 도입하고 유사시에 발동하는‘사후적 방어수단’
의 경우
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전예방형 방어수단의 경우 일
본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며, 반면에 사후적 방어수단의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판례 및 연구결과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과잉방어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에 외국정부나 기관투자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더 나
아가 동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동
지침에서는 방어수단의 기본원칙으로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업가치·주주공동 이익의 확보·향상의 원칙39)
방어수단은 경영자의 지위유지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기
업가치 및 주주공동의 이익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어수단의 전형으로서 다음의 3가지 유
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가치나 주주공동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M&A에 대
한 방어수단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그린메일형의 주식매수나 초토
화 목적의 주식매입, LBO 등을 이용한 bust-up takeover를 저지
하기 위한 방어수단 등이 있다.
둘째, 강압적인 2단계 기업인수(two-step takeover)에 대한
방어수단이 해당된다. 주주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기업인수
에 대한 방어수단은 주주의 재산상의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정당화된다.
39) 전경련(2005),「일본의경영권방어관련 회사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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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주의 현명한 판단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매수제안을 이
끌어 내기 위한 방어수단이 해당된다.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주주가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정보제공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방어수단이나 매수자의 제안보다 유리한
제안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
한 방어수단 등이 있다.
2)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방어수단의 두 번째 기본원칙은 방어수단은 사전공시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상태에서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 도입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방어수단이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 도입
되기 위해서는‘사전공시의 원칙’
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방어수단
에 관하여 주주, 투자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어
수단의 목적, 구체적인 내용, 효과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공시방법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이 요구하는 최소의 공시기준
이 아니라 영업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
시하는 것이 시장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방어수단은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
는‘주주의사의 원칙’
이 준수되어야 한다. 동 지침은 주주의사 원
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어수단으로 방어수단의 폐지 자체를 불가
40)
능하게 하는 소위‘deadhand 조항’
을 둔 방어수단을 예로 들고

있으며, 반대로 주주의사 원칙에 부합하는 방어수단으로는 주주총
회의 승인이나 주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방어수단을
40) 과거의영향 또는압박감으로현재를 지배하고(구속하고)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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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조항을 둔 방어수단을 예시하
고 있다.
3) 필요성·상당성의 원칙
방어수단의 세 번째 기본원칙은 방어수단이 과잉이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방어수단은 매수자를 차별적으
로 취급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에도 주주평등원칙과는 정합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둘째, 신주예약권의 유리발행처럼 방어수단 중에는 매수자의 재
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어수단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이사회
가 방어수단을 발동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적대적 M&A가 기업가치·주주공동의 이익에 가해
진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한 후 방어수단의 발동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며(즉 필요성의 존재), 방어수단을 발동할 경우에도 가해
진 위협에 비추어 과잉 방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즉 상당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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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41)
(1) 개 요
유럽에서의 적대적 M&A와 경영권방어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유럽식 기업지배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 각국은 오래전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공존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적 특성 및 제도가 반영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배구조는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체제와 유럽대륙 체
제로 구분할 수 있고, 유럽대륙 체제는 라인 모델, 북구 모델, 라틴
계 모델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영국의 체제
1) 영국의 M&A 관련 제도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주주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1960년대부터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는 등 기업지배권
시장이 발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적대적 M&A 관련 제도도 발달되
어 잠재적 기업매수자에게는 엄격한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기
업지배권 획득은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M&A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지배권과 관련된 허위시장
(false market)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41) 삼성금융연구소(2004),“유럽의M&A 관련제도 연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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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지배권의 변동 여부는 기업매수자와 대상회사의 주주
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주주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대
신에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의 M&A 관련법으로는 회사법, City Code, 상장규칙,
FSMA(Financial Service & Markets Act) 2000 등이 있다. 이
중에서 City Code는 London City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자율규
제기관 협의체가 제정한 공개매수 및 인수합병에 관한 자율규약으
로 영국 소재의 모든 상장회사의 공개매수를 규율하고 있다. City
Code는 자율규약이지만 감독기관인 FSA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City Code의 집행은 금융계 및 산업계로
구성된 패널(panel on takeover and mergers)이 담당하고 있다.
① 3% 이상 보유 공시의무
영국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
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보
유주체 및 지분 등에 관한 정보를 2일 이내에 대상회사에 통보하여
야 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주권리제한 및 형사처
벌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이는 한국 및 미국의 증권거래법상의 5% rule과 유사한 규정이
다. 다만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고기준이 5%가 아닌 3%로
낮고, 보고기한도 5일이 아닌 2일로 짧아서 대상회사가 지분 변동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국은 회사, 주주, 국무장관 등이 회사의 의결권주식을
3%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보유현황, 다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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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주 및 회사는 상기의 권한이 없으며, 다만 금감위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량주식 취득제한제도
영국은 새벽기습(dawn-raids)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함으로써 기업인수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대량주식 취득에 관한 규칙 ( S A R s：S u b s t a n t i a l
Acquisition Rules)’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7일 이내에 취
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의 주식을 현재 보유분을 포함하여 15%
이상 30% 미만 인수하는 경우에 City Code의 대량주식 취득에 관
한 규칙(SARs)을 적용함으로써,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는 취득 속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취득사실을 회사, 패널, 증권거래
소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대량주식 취득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4년 상장주식의 대량취득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③ 의무공개매수제도
영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채택하여 누구든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여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
우 나머지 주식 전부를 현금 또는 그 대용물로 구입토록 하고 있으
며 이것도 공개매수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매수자가 부분적인 지분취득을
통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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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공개매수자의 지배권 행사를 반대하는 경우,
즉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가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개매수자는 지배권 취득에 실패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경영권보호 목적으로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나 우호적 M&A에조차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1998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
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부분공개매수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2) 영국의 경영권방어제도
영국은 주주가 사전에 승인한 경영권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승인 없이 경영진 단독으로 하는
경영권방어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적대적 M&A가 시도되기 전에는 경영진의 판단과
주주의 승인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권방어행위
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매수자에 의해 적대적 M&A가 가시
화된 경우, 즉 공개매수 중이거나 공개매수가 임박한 경우에는 회
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다만 사후적
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용인이 되는 것으로는 주주를 설득하거나,
경쟁공개매수의 시도, 대체거래의 제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사의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를 중도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지위보호 및 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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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화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즉 이사의 보수건은 주주총회 승인사항이며, 시차임기제, 누적투
표제, 이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정관변경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것
이다.
한 마디로 영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3% 이상 보유 공시의무, 대
량주식 취득제한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등과 같은 적대적 M&A
를 제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
지는 포이즌 필이나 이사의 지위보호 등에 관한 제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유럽대륙 체제
1) 유럽대륙 국가의 경영권방어제도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의 기업은 특정 주주 또는 일련의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의결권
을 유지하고 있어 적대적 M&A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지배구조
를 갖고 있다. 즉 유럽국가 기업은 창업주 가족이 주식을 많이 소유
하여 보유지분율이 높거나 혹은 지분율은 낮을지라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예
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상장기업의 55%가, 핀란드에서는 36%, 덴
마크에서는 33%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유럽국가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 간의 상호
출자, 의결권의 신탁, 은행의 기업주식 소유, 주주간의 협정 등을
통하여 일련의 주주들에게 소유권이 집중되고 지배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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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주 이외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
를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더라도 지배권
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외국 기업(자본)이 자국 기업에 대해 M&A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제, 허가제 및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적
인 지분취득제한 등의 규제를 통하여 지배권 취득에 제한을 가하
고 있다.

2) 독 일
유럽대륙의 지배구조 체제는 라인 모델, 북구 모델, 라틴계 모델
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라인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이
며 또한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본 절에서는 독일의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기업지배권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서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공개매수에 의한 기업인수가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독일에서 기업지배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첫째,
자본시장이 취약하고, 둘째, 기업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은행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셋째, 공동결정법에 따른 이사회의 제약, 넷째
경영권방어수단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형성된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독일 주식시장의 취약
독일의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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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될 정도로 발달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주거래은행(house
bank)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주식의
발행에 의해서보다 은행에서 차입을 일으키는 부채조달에 의존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산업 수준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수는
매우 적으며 이 중에서 독일의 8개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
업의 수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권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창업주가족이 소유
하거나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는 약 30여개 정도로 일반 국민의 주식시장 참여를 통한 주식소유
가 미비한 상태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경영 내용 및 성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부정확성 및 불충분성에 대한 책임이 별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② 은행에 의한 기업견제 시스템
독일의 은행은 특유의 겸업은행제도와 대리의결권제도를 채택하
고 있으면서 기업을 감시하는 등‘Bank Monitoring System’
을 운용
하고 있다.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대주주로서 감사
회를 통하여 기업 경영을 감독하며 또한 소액주주로부터는 대리의결
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는 은행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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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여 은행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
관투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기관투
자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독일의 주식회사
법은 은행의 대리의결권(proxy vot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은행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고 있으며 은행은
중개주식의 약 50%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이거나 주요대출기관으로
서 감사회에 참여하는 등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M&A는 거의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은행이 외부인의 기업인수를 지원할 동기도 거의 없는 것이다.
③‘공동결정법’
에 의한 제약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구분되는 지
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공동결정법’
에 의한 감사회는 기업
인수와 같은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이사의
임면에 개입하고 있다.
감사회에는 회사 경영진은 참여하지 않으며 주주와 종업원대표
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감사회 전체를 장
악할 수 없으며 종업원대표는 전통적으로 경영진과 유대관계를 형
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주가 적대적 M&A를 주도하기는 어렵
다고 하겠다.
④ 주식회사법 등에 근거한 개별기업의 경영권방어수단
첫째,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주주는 기업의 승
인 하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에 명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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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규정이다.
둘째, 상호출자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독일에서는 상호출자
가 허용되어 있어 적대적 M&A가 시도되면 상호출자 기업들이 출
자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셋째,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회사의 정관에 소유주식
중 일정 한도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넷째, LBO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즉 LBO 거래를 제한하는 등
채권자보호조항이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고 있다.
3) EU의 기업인수지침 채택
유럽식 지배구조는 외부통제기능을 갖추지 못해 기업지배권시장
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또한 EU의 통합금융시장의 형성에 제약요인
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한편, 영미식 지배구조를 갖는 국
가를 중심으로 유럽식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EU는 2003년에 주주권을 대폭 강화하고 자국기업의 방어수
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통합기업지배구조안인‘제13차 지침서(The
13th Directive)’
를 채택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U의 회원국들은 각국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그
특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유럽식 지배구
조로부터 야기된 경영권방어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EU 회원국들은 경영의 투명성 제
고,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각
국의 고유한 전통과 사회문화적 여건을 존중하여 기업이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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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의 M&A 관련 제도 및 현황

1. 증권거래법상의 M&A 관련 주요제도42)
(1) 상장주식 대량취득 제한의 폐지
국내기업의 상장주식의 대량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공개매수’와‘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
고’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적대적 M&A에 장
애가 되는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21조는 대통령
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입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0조의2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대량취득 제한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업
공개를 유도하던 시절에는 상장주식의 대량취득을 제한하는 규정
을 두어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
하였다. 舊증권거래법 제200조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
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된 당시에
42) 전경련(2005),「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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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그 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 초과소유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5일,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를 폐
지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증권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의 소유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갑작스
러운 개방에 따른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1997. 4. 1)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상장주식의 대량취득을
제한하고 있던 동 조항의 폐지는 한국에서 적대적 M&A가 가능토
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장주식의 대량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장법인
의 경우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1997년 1월 13일에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무
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증권시장에서의 M&A 기능을 위축시
켜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IMF
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여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고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2)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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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1991년
12월 31일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를 신설하여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주식매집
이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토록 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를 본
인에게만 한정하였으나 1994년 1월 5일에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를 본인 이외에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개념)
까지 확대하였고, 1997년 3월 22일에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특
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로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공동보유자라 함
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첫째,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둘째,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셋째, 의결권을 공
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하는바, 특별관계자에 공동보
유자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특수관계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더
라도 1인이 아닌 복수의 투자자로 구성된 집단이 경영권 탈취에 나
서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의 경우, 동 내용
을 처음 도입할 1994년 4월 30일에는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 보
유 또는 변동주식의 수,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기타 위원회가 정
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그 후 1997년 3월 22일에
는 기존의 보고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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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취득 또는 처분일
자·가격 및 방법, 보유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
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 포함),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
탁계약·담보계약·기타 주요 계약내용 등을 보고토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내용 중‘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의 경우
규정이 다소 모호하여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5년 3월 28일에, 주식의 대량보유를 보고할 때 경영
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하도록 개정
하여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내용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기존의‘보유상황’
을‘보유상황·보유목적’
으로 개정하고, 동항
제3호‘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를 제3호‘보유목적’
으로 개정하
고 제3호의2‘변동사유’
를 신설하였다.

(3) 공개매수제도
1) 공개매수제도의도입
공개매수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상장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
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21조
는 주식을 매수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등을 통하여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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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1976년 12월 22일에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개매수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공개매수의 기간, 매수가격과 매수에 관계되는 결
재방법 등은 신고토록 하였으나 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주식수
량, 주식매수 등과 관련된 상대방 수에 대한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1997년 3월 22일에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개
매수신고 및 상장주식 대량보유상황을 신고할 때 합산 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즉 기업의 인수합병(M&A)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하여 공개매수 상대방 수의 산정기준의 경우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날부터 과
거 6개월간의 기간 동안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의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별관계자 범위에 특수
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포함시켰으며, 소유에 준하는 보유개념을
도입하였다.
2) 공개매수자 매수 제한 기한 폐지：반복 공개매수의 허용
정부는 1997년 1월 13일 증권거래법 제223조제3항을 개정하
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공개매수를 통
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대항공개매수를 제외
하고는 공개매수를 금지하였다. 이는 공개매수자가 매수가격을 증
액 변경하는 경우, 이미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액
된 매수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피하기 위하여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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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 후에 종전보다 가격을 증액하여 새로운 공개매수를 반
복해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2001년 3월 28일, 동조 제3항 중‘공개매수신고서를 제
출하는 날’을‘공개매수공고일’
로 개정하고, 공개매수자의 매수제
한 기한을‘1년’
에서‘6개월’
로 단축하였으며, 2005년 1월 17일
에는 공개매수자의 매수제한 기한(6개월)을 폐지하였는바, 이는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
한 경영권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공개매수기간 중 의결권 관련 증권발행 허용
정부는 1997년 1월 13일 증권거래법 개정시 공개매수 대상주
식 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
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주식, 신주인수권을 표
시하는 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1월 17일에 공정한 경영권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매수 기간에도 공개매수 대상주식 등의 발행
인이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기 조항을 폐
지하였다.

(4)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에
폐지되어 현재는 동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으나 공개매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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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정부는 1997년 1월 13일,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
면서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
입하였다. 舊증권거래법 제200조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
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그 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 초과소유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1월 15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자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舊증권거래법 제200조를 폐지하고, 시행일
(1997. 4. 1)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량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장법
인의 경우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
었으며,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1월 13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주식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가 당해 매수를 한 이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
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총수의‘50%+1주’
에서 이미 보유한 주식 등의 수를 공제한 주식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영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M&A나 우호적 M&A에조차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보유주식 합계
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식매입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 규
정으로 인하여,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에 있었던 2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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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매수(P&G의 쌍용제지 공개매수, 오리온전기의 한국전기초자
공개매수)에서 인수기업은 대상회사의 주식 24.99%만을 공개매
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증권시장
에서의 M&A 기능을 위축시켜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
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IMF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여 적대
적 M&A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함에 따라 1998년 2월
24일에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5) 외국인의 국내법인 주식 취득
외국인의 국내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소유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증
권거래법 제203조(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는 외국인의 유
가증권 취득과 관련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더하
여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적 법인의 외국인 1인 주식취득 한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체 주식취득 한도는 당해 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적 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
성이 있고, 둘째, 재무구조가 건실하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셋
째,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
도로 자본금 규모가 커야 하는 요건에 적합한 법인 중에서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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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43) 참고로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1개이다.
외국인의 국내법인 주식취득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1991
44)
년 9월 30일에‘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하여 국내기업 주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
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자 정부는 외국인 직
접투자가 절실하였으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기
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
자와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외
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에 법을 개정하여 국내기업의 기
존 주식을 1/3 미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8년 5월 25일에
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규정마저 폐지하였다. 그리
고 1998년 2월 24일에는 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기업
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
정도 폐지하였다. 다만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
업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주무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개정하였다.

43)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5조의2(공공적법인의범위).
44) 2000. 12. 29,‘증권업감독규정’
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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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주식 취득제도
자기주식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는 취득
수량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취득금액만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1994년 1월 5일
에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이때 주식
취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그리고 취득금액은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로 규정하였다.45)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 정부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를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
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1/3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후 1998년 5월 25일 개정시
자기주식 취득수량의 한도를 폐지하여 현재는 취득수량에는 제한
이 없고 취득금액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취득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7)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
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에서 규정하는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
주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45) 상법은원칙적으로자기주식의 취득을금지하고있다(상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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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1982년 3월
29일에 다수자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였다. 그 후 1995년 12월 29
일에 상법에 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상장회사에까지 확대하였
다(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 상법상의 M&A 관련 주요제도
(1)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신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주주의 신주인수권’
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 주주가 각자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6)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주주 외의 자, 즉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46) 이철송(2007),「상법강의」
, 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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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과 관련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회사가 정관에‘보유주식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 등이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 경우 일반주주는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가
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
었던 것이다.
정부는 1984년 4월 10일, 상법 제424조의2를 신설하여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히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조항을 규정하였다. 즉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
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24일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가능하였으나, 경영상 목적이라는 가치개념을 요
건화함으로써 제3자 배정의 합리성을 요구한 것이다(상법 제418
조 제2항).47)

47) 경영권 분쟁과 신주발행 : 1996년 한화종합금융(주)이라는 회사에서 대주주들간에 경영
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제1대주주는 한국화약의 지배주주로서 이사의 다수를 점
하고경영권을장악하고있었는데, 제2대주주가 주식을 사모아 제1대주주의 지분을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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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주식 소유의 규제 및 의결권 행사제한
상법은 상호주 소유를 크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母子관계가 아닌 회사끼리 상호소유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는 자기주식취득의 일종으로 다루어 자기주식취득과 같이 금
지하고, 非母子회사간의 상호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
고 있다. 한편 상호주는 3개 이상의 회사간에 순환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
하는 것), 상법은 모자관계이든 비모자관계이든 2개 회사간의‘단
순상호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48)
1)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342조의2는 자회사에 의한 모
회사(자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모회사(A) 및 자회사
(B) 또는 자회사(B)가 다른 회사(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C)는 그 모
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47) 하게 되었다. 이에 한화종금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삼호올스테이트생명이라는 회사 등
제1대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인수시켰고, 이들은 전환사채 인수 후 2일 만에 주식으
로 전환청구를 하여 한국화약측이 다시 제1대주주의 입지를 회복하였다. 이에 제2대주주
측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3자들의 의결권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였다. 제1심은 동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제2심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하였으나, 실질문제인 전환사채의 발행의 효
력에 관해서는, 본건과 같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전환사채
제도를 남용하여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고, 따라서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
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7. 5. 13결정, 97라36). 이철송(2000)에
서 인용.
48) 이철송(2007),「상법강의」
, p. 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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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B로 간주)가 모회사(A) 주식을 취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1984년 4월 10일, 상법에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의 취득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
식 취득이 상호주 중에서도 자기주식성이 특히 농후하여 실질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같으므로 그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
회사에 대한 개념정의의 경우 최초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정의되었으나 2001년
7월 24일에 50%로 개정되었다.
2) 非母子회사간의상호주규제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은 비모자회사간 상호출자를 규제
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동법 제369조는 회사(A),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 또는 모회사(A1)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비모자회사
간의 상호주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이유는 양자가 초래하는 폐해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자기주식성이 강하여 자본충실
을 저해하는 정도가 심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반하여, 후
자는 자본충실의 저해보다는 출자없는 지배라는 폐해가 돋보이므
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그 폐해가 시정된다고 보는 것이다.49)
49) 이철송(2007),「상법강의」
, p.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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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의 양도제한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다만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유통을 제한할 수 없으며 현재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하거나 정관 등에 주
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권안정을 위한다는 취지하에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비상장회사로서 대체
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주식양도의 제
한을 완전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주주총회, 이사회
주식회사에서는 기관이 분화되어 있으나 기관간의 권한분배에
있어 自然法的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회사법의 입법례
를 보면 점차 주주총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또는 이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상법 제361조도‘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라고 정함으로
써 실질적인‘소유와 경영의 분리’
를 지향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50)
50) 이철송(2007),「상법강의」
, p. 4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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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1) 정
관변경 등에 필요한 특별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는 특별결의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주총회가 성립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
이 출석하여야 했는데, 주식이 폭넓게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주
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1995
년 12월 29일에 상법을 개정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
를 폐지하여 출석한 주주만으로 의결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2001년 7월 24일, 상법 제374조를 개정하여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였다. 즉 회사 영업의 중
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2) 이사회의 결의 요건
상법 제391조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
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요건은 정관으
51) 즉, 출석한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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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 4월 10일 개정 이전에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이사회
를 의결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
(예를 들어, 3분의 1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정거래법상의 M&A 관련 주요제도
(1) 기업결합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7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결합 제한대상으로‘일정한 규모의 회사’
를그적
용대상으로 하였으나, 1996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누구든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
지하고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영업양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로 정의되며 이
는 상법상의 영업양수보다 큰 개념이다.
한편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지의 여부를 추정할 때, 수평적 결합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경쟁제한 여부를 추정하고 있고 수직결합 또는
혼합결합의 경우는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거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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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결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정하고 있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52)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의
금지(제9조)와 출자총액의 제한(제10조)이 있다. 상호출자금지제
도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5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
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출자금지 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
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도입 및 개정
1987년 4월 1일,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4,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
자산의 40%를 초과하는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출
자한도 초과기업은 1992년 3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하였다.
1992년 12월 8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직전 사업연도의 대
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30위까지의 기업
집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
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신
52) 본 절은고동수 외(2006),「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연구」, pp.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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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였다.
1994년 12월 22일, 출자총액의 상한(40%)이 너무 높아서 규
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
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즉 1998년 3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출자총
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 후 1999. 3. 1.에 해
당문구를 삭제하였다.
2) 촐자총액제한제도의폐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
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페지 이유로는 첫째, 재벌 계열회사가
부실기업정리 및 기업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하고, 둘째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허용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 계열
사들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주식을 매집할 수 없는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재도입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회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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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되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은 부실 계열회사의 유
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퇴출을 억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저
해하였으며, 또한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본증
가 없이 명목상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2월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게 된 주요 이
유인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
다. 이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에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999년 12월 28일 출자총액 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
였으며,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4) 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2002년 1월 26일, 그동안 30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
으로 지정하던 일괄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출자총액제한 대
상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공기업집단
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다.
2004년 12월 8일,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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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현황
(1) 소버린(Sovereign：크레스트증권)의 SK(주)에 대한
적대적 M&A53)
1) 배 경
2003년 3월 10일 검찰은 SK글로벌(현재의 SK네트웍스)이
2002년 1월 2001년도 회계결산시 관련서류를 위조해 1조 1,881
억원의 은행채무를 누락시키고, 1,50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채권
을 만들어 이익을 부풀리는 등 총 1조 5,587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를 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되고 SK그
룹 계열회사 주가는 폭락하였는데, 특히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
을 하던 SK(주)의 주가는 평균 13,000～15,000원에서 5,000원
대로 하락하였다. 참고로 3월 14일 현재 SK(주)의 주가는 6,730
원으로 SK(주)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지분율을 20% 정
도로 가정할 경우 1,700억원만 있으면 지주회사 SK(주)는 물론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SK(주)의 자산가치는 2002년 말 현재 총자산은 13.8조
원이고, 자기자본 5.2조원, 부채는 8.6조원이었다. 이러한 장부가
치 이외에 SK(주)는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여 SK텔레콤,
SK엔론 등 계열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SK(주)의 주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매력적인 적대
적 M&A의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53) 본 절은 고동수 외(2004),「시장개혁을 위한 재벌 및 경쟁정책」및 윤창현(2006),“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문제점과 과제”를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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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3년 3월 현재 SK(주)의 주식소유 분포를 보면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SK C&C 8.0%, SK케미칼 2.3%,
SK건설 2.4%, 자사주 10.4%, 기타 0.1%로 총 23.2%였으나, 이
중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12.8%에 불과하는
등 소유구조가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2) 소버린의 주식 매집과 국내 5% rule의 허점
2003년 3월 26일 영국계 투자회사 소버린은 100% 자회사인
크레스트 증권을 통하여 SK(주)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
후 크레스트 증권은 4월 16일까지 SK(주)의 지분 14.99%를 확보
하였는바, 이는 약 20여일 동안 SK(주) 주식 1,902만 8,000주를
주당 9,293원에 매집한 것이다.
한편 소버린은 5% rule이라고 하는 증권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및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허점을 절묘하게 활용하
였다는 평가가 있다.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인 5% rule에
따르면 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결제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버린의 경우 2003년 4월 3일 크레스트 명의로 SK(주) 주식
8.64%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였는데, 이는 2003년 3월 28일
현재 SK(주) 지분율이 5%를 넘어선 것이고 주식보유기준일(즉
결재일)로부터 5일 이내인 4월 3일에 5% 이상 보유사실을 공시한
것이다. 즉 증권거래법은 보유주식이 5%가 넘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버린은 이 조항의 허점
을 최대한 활용하여 5%가 넘은 날로부터 공시하기 전까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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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집할 수 있었으며, 결국 소버린이 공시할 당시인 4월 3일에는
SK(주) 주식의 8.64%를 매집하여 SK(주)의 1대주주가 되었고,
4월 16일에는 14.99%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법(SEC Regulation 13D. e2)은 직간접
적으로 5% 이상의 지분매입, 보유한 시점부터 증권거래소에 그 사
실을 신고한 후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5% 이상을 매입,
보유한 때부터 최소 10일(즉시 공시할 경우) 최대 20일(10일 만
에 공시할 경우) 추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규제 하에는 소버린의 경우 5%를 넘어선 3월 28일 이후에는
추가로 매집하지 못하고, 추가 매집을 위해서는 최소한 10일 이상
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주
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소버린의 추가매집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한편, 5% rule의 취지는 대상회사 및 일반주주가 적대적 매수자
의 존재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가의 흐름이나 자신과 관련
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5% rule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증권거래법을 개
정하여 5% rule에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냉각기간
을 5일로 규정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5
일 동안 추가적인 매입, 취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소버린의 지분 14.99% 취득 및 지분의 분산
소버린이 SK(주)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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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소버린 소유지분 14.99%의 분산 현황
지분율

DBLDN-Crest/Sec

지분율

2.96%

DBLDN-Horizon/Sec

2.72%

DBLDN-Legend/Sec

2.89%

DBLDN-Quarts/Sec

1.99%

DBLDN-Sage/Sec

2.09%

DBLDN-Vista/Sec

2.34%

자료：고동수 외(2004),「시장개혁을 위한 재벌 및 경쟁정책」,산업연구원.
자주：DBLDN은 Deutch Bank London임.

14.99%까지만 취득한 것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공정거래법 제12
조는 상장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버린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14.99%를 획득한 것을 추정된다.
또한 소버린(크레스트증권)은 2003년 12월 29일 SK(주)의 보
유주식 14.99% 중 12.0%를 위험관리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5개
에 분산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즉 처음에는 Crest/Sec 1개 회사에
서 소유하던 것을, 6개 회사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음.
이처럼 소버린 소유지분 14.99%를 3% 이하로 분산시키고 있
는데 이는 주식의 분산을 통해 소버린의 14.99% 모든 지분에 대해
감사선임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409조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는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지분을 3% 이하로 분산
시킨 소버린은 감사선임을 할 때 자신들의 지분 14.99%를 전부 사
용할 수 있었지만 SK C&C 등은 3%를 초과한 지분에 대하여 감사
선임권을 제한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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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주)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주식 취득
SK그룹에서는 SK(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SK그룹의 계열
회사를 통하여 SK(주)의 주식을 매집하고자 했으나, SK(주)의 주
주회사인 SK건설, SK C&C, SK케미칼의 경우 이미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SK(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한편, 소버린이 SK(주)를 추가 매집하여 지분율이 10%가 넘게
되면서 SK(주)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SK(주)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을 받게 되었다.54) 참고로 공
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외국인투자촉
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
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K건설과 SK케미칼은 SK(주)의 지
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소버린의
적대적 M&A 시도로 인하여 SK(주)의 주식가격은 상당히 상승한
상태였으며, 결국 두 회사는 각각 130만주(1.02%)씩을 추가로 매
집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버린에 의한 SK(주) 주식매집 및 SK(주)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주식취득 사례를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이 없
는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기업이 국내
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버린이 5% rule에
의해 공시하고 10%까지 확보하는 기간동안 SK(주)의 주주회사
54)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버린은 사전 신고 없이 SK(주)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여
금감원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이후 소버린은 검찰 진술에서‘몰랐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으며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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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주식을 매집할
수 없었으며, 둘째는, 소버린의 10%를 넘어서 외국인투자기업으
로 지정되면서는 SK(주)의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였
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주주총회 대결 및 소버린의 철수
소버린은 SK(주)의 사업계획 재조정과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을 강조하면 경영참여 의지를 밝혔다.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에서 주주제안을 통하여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를 그 절반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내·외이사 명단까지 발표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양측
은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위해 위임장 확보경쟁을 하였으나,
지분 3 . 6 %를 가진 국민연금과 예상외의 일부 외국계 법인이
SK(주)를 지지하고 위임장 대결에서의 승리함으로써 SK(주)가
경영권방어에 성공하였다.
이후 소버린은 2004년 10월 25일 최태원 회장의 임원자격을
문제 삼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
하였다. 소버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2005년 3월 11일 주주
총회에서 다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SK(주)가
압도적인 표차로 소버린을 물리치고 경영권방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SK(주)는 2004년에 960억원에 그쳤던 배당금을 2005
년에는 2,325억원으로 늘리는 등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 또한 소
버린자산운용은 보유지분을 전부 매각하여 약 8,000억원의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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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챙긴 후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다.

(2)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
1) 칼 아이칸의 KT&G 주식 매집 및 KT&G의 대응
스틸파트너스와 칼 아이칸은 2005년 6월부터 KT&G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1월 칼 아이칸은 KT&G에 자회사
매각이나 자산처분 등을 요구하였다. KT&G가 칼 아이칸의 요구
를 받아들이지 않자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는 경영참여를 목적
으로 KT&G의 지분 6.59%를 확보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는 3월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KT&G에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중
투표제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회사인 인삼공사의 기업공개
(상장),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를 표면화시키
기 시작하였다.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처럼 매수자가 서로 연합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례였다. 칼 아이칸
과 스틸파트너스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
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이칸 연합은 이를 숨기기 위해 여러 창구를
통해 은밀히 지분을 매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칸 연합
은 KT&G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지분을 6.59%까지 확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5% rule’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는 아이칸 연합
이‘5% rule’
을 벗어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스틸파트너스와 공
동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G는 기업설명회(IR)에서 아이칸 연합의 요구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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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였고 이에 아이칸 연합은 KT&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의결권의 위임장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KT&G는 경영권방어를 위해 골드만삭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IR 순방을 시작하였다.
2006년 2월말 아이칸 연합은 KT&G에 주당 6만원의 공개매수
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였으나 KT&G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공개매수 선언이었지만 사전
신고 절차를 피하기 위한 제안형식을 띰으로써 국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아이칸 연합의 KT&G 경영 참여 및 철수
2006년 3월 KT&G의 최대주주인 프랭클린 뮤추얼은 아이칸
연합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반면에 국민연금과 은행권은
KT&G의 백기사를 자청하였다. 그 결과 주주총회에서 아이칸 연
합의 사외이사 후보 3명 중 스틸파트너스의 대표인 리히테슈타인
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아이칸 연합은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아이
칸 연합은 계속해서 KT&G의 지분을 추가 매집하여 5월에는 지
분율을 7.66%까지 높이더니 KT&G 측에 다시 공개매수를 제안
하였다.
2006년 6월 최대주주인 프랭클린 뮤추얼이 소유주식을 장내매
각하며 지분율을 9.34%까지 줄이고 투자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
순투자목적으로 변경하였다. 8월 들어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
연합이 결별하여 각각의 지분이 4.87% 및 2.81%로 5% 이하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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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그러나 스틸파트너스가 추가로 지분매집을 함으로써 다
시 경영권 분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칼 아이칸이 12월 5일에
KT&G 주식 76만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바람에 적대
적 M&A 시도는 일단락되었다.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칼 아이
칸은 약 1,230억원의 시세차익, 주당 1,700원의 배당수익 125억
원 등을 포함해 약 1,4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원화
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약 1,000억원 정도의 환차익을 취득하였다.
3) 시사점
아이칸 연합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KT&G의 지분 6.59%를
확보하였다고 공시한 이후 KT&G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헤
지펀드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됨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집 등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
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는 주가에 즉시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KT&G와 아이칸 연합의 경영권분쟁에 의해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
한편 KT&G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헤지펀드에게는 최고의 적대적
M&A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KT&G는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지배주주가 없어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기업이던
KT&G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재벌그룹이나 기업 등 산업자
본이 KT&G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분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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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던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주주 중 단일지분율이 10%가 넘
는 주주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3) 헤르메스(Hermes)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는 2004년 3월 삼성물산 지분 5%(777
만2,000주)를 매집한 후 금융감독원에‘단순투자 목적’
으로 신고
하였다. 이후 헤르메스는 12월 1일‘경영진이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M&A를 시도하는 펀드를 지원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삼성
물산에 대한 적대적 M&A가 소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헤르메스는 12월 3일 몰래 삼성물산 주식 5%를 전부 매각하여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의 주
가조작 혐의로 영국 런던에서 헤르메스 펀드에 대한 조사를 벌이
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헤르메스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
어를 위하여 소유 부동산과 해외법인을 매각하여 이를 부채 정리
및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보유한 유가
증권 및 여유자금이 바닥이 나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

(4) POSCO 사례
POSCO는 SK텔레콤, 신일본제철 등과 상호 백기사 협약을 하
고 있다. 이로 인해 POSCO는 2003년 소버린의 SK(주)에 대한 적
대적 매수 위협시 SK(주)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POSCO는 2007년 4월 현대중공업과 자사주 1%씩을 맞교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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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상호 백기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그림 Ⅴ-1> 참조). 참
고로, POSCO와 현대중공업의 자사주 맞교환은‘lock-in’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Lock-in은
일본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제휴수단으로 서로 다
른 업종의 수요업체와 공급업체가 서로 연결고리를 채워 사업적
교환뿐 아니라 적대적 M&A 같은 상황에서 우호적 역할을 유지하
는 전략이다.
한편, POSCO나 KT&G의 경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
가 없이 주식 소유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어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경영권방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가 좋으면 적대적
M&A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그림 Ⅴ-1>

POSCO의 주요 주주 및 외국인 지분율

11.00

5.00

11.68

4.74

신일본제철 얼라이언스
캐피털

2.85

2.77

2.86

SK 텔레콤

포항공대

국민연금

자료：「한국경제신문」(2007. 4. 26).
자주：POSCO 외국인 지분율：58.88%

자사주
기타
(959만주) (소액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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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정책적 시사점

1.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의 당위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여건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
권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
한 적대적 M&A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적대적 M&A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적대적 M&A 이후에 경영성과가 증가되었는지 혹은 주주
의 이익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찾기 어렵
다. 참고로 김영산(2003)은 우리나라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면
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대적 M&A는
희소하며, 특히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특정 기업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여 상장 폐지된 경우의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흡수합병이라는
것이다. 또한 1991～2001년의 11년 동안에 이루어진 총 63건의
완전흡수합병 중에서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경우를 제
외하고 흡수합병에 대해 경영진이 반대의사를 보인 경우는 동부화
학과 한농 간에 이루어진 합병 단 1건뿐이라고 밝히고 있다.55)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영권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
55) 김영산(2003),“한국의적대적 M&A 시장：제도와 사례”
, pp. 50~51 참조.

Ⅵ. 결어：정책적시사점 135

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는 끊임없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
련된 이론들은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경영권방어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상반된 여러 의견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대신에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에서 경영권방
어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측면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기로 하겠다.

(1) 경영권방어수단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56)
외국의 경우 공개매수나 위임장경쟁 등에 의한 적대적 M&A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업의 성과 및 주주이익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
과는 종종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적대적 M&A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경영권방어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서비스 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57)는 2004년에 기존의 일반 연구결과와 상반된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 우선, ISS의 보고서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보
유한 회사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회사에 비하여 주가, 수
56) 본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효
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달리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
는 경영권방어수단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경영권방어수단을 채택한 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나쁜기업지배구조라고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7)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적대적 M&A 등에 의해 경영권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투자자 서비스 회사이다. 이러한 기관투자자
서비스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경영권방어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회
사를공격하는헤지펀드들이 ISS 같은 회사의 의견을 백분 활용하고 있다.

136

익성, 배당, 리스크 등의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ISS는 이사회의 구성, 경영진의 보수, 경영권방어
수단 등의 변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을
갖춘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하여 각각 3년, 5년, 10년
의 기간 중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주가상승률이 뛰어 났으
며 ROE 등을 기준으로 한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배당성
향도 높고 재무 운영도 충실하다고 발표하였다.58)
즉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은 경영권을 고
착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었는데, ISS의 연구결과는
적절한 경영권방어수단을 갖춘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
하여 주가, 수익, 배당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ISS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
능하다. 우선, 경영권방어수단을 갖춘 기업들의 주가, 수익 및 배당
등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 경
영권방어수단이 효율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권방어수단이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
한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rown and Caylor(2004)는 2,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
배구조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는바, 이들이
선정한 8가지 기업지배구조 범주(audit, board of directors,
charter/bylaws, director education, executive and director
compensation, ownership, progressive practices, state of
incorporation) 중에서 이사의 보수는 기업의 좋은 성과와 가장 높
은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정관(charter/bylaws)은 좋은 성
58) 김화진·송옥렬(2007),「기업인수합병」
, pp. 297~2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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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가장 적게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기의 8
가지 기업지배구조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51개의 지배구조 결정요
인(factors) 중에서 기업의 나쁜 성과와 관련이 있는 7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주가 승인한 poison pill이나
pill을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상기 연구는 poison pill이나 pill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
실을 지배구조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고 그것이 좋지 않은 기업성
과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59)
한편 Field and Karpoff(2002)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기
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실시한 1,019개 기업을 대
상으로 IPO 이후의 기업성과가 IPO 당시에 경영권방어수단을 갖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
에 사용된 1,019개 회사 중에서 53%는 IPO 실시 당시에 최소한 1
가지 이상의 경영권방어수단을 갖고 있었으며, 기업성과는
ROA(return on assets)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IPO 실시 4
년 및 5년이 경과한 후의 ROA는 방어수단을 채택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PO 실시 1년
및 2년이 경과하였을 때의 기업성과는 경영권방어수단을 갖고 있
는 기업들의 ROA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ROA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IPO 당시에 경영권방어수단을 채택한 기
업은 성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60)
Dimitrov and Jain(2003)은 1979년부터 1998년까지 19년 동
59) Brown, Lawrence D. and Caylor, Marcus L.(2004),“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pp.
,
29~30 참조.
60) Field, Laura Casares and Jonathan M. Karpoff(2002),“Takeover Defenses of IPO
Firms,”pp. 1891~18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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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1주1의결권주식(one-share on-vote)을 복수의결권주식
(dual-class)으로 전환시킨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
및 장기수익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주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할 당시의 주주들은 손해 대신에 상당하고도 특별한 수익
(significant abnormal returns)을 얻었으며, 복수의결권주식을 채
택한 기업은 발표 이후 4년 내에 자산구성(matching portfolio)에
서 평균 23.11%까지 우위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Lehn et al.(1990)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의
경우 그 이후에 SEO(secondary equity offerings)를 자주 발행하
는데, SEO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Dimitrov and Jain(2003)은 분
석대상 기업 중에서 복수의결권 채택 이후에 SEO(secondary
equity offerings)를 발행한 기업들의 경우 52.61%의 상당하고도
특별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일반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가정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61)
물론 상기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
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수단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
치 않고 그것과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KT&G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칼아이칸으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았다. 즉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적
대적 M&A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경영권방어수단이 좋은
61) Dimitrov, Valentin and Prem C. Jain(2003),“Recapotalozation of One Class of
Common Stock into Dual-class: Growth and Long-run Stock Returns,”pp. 363~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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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추
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경우 경영권안정을 도모하는 경영권방어수단
이 단지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이외의 목적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 특정 산업에서 적대적 M&A나 우호적 M&A, 혹
은 전략적 제휴 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 등에 변
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제3의 경쟁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우려
하거나 원치 않으므로 이들 기업들 간의 M&A나 전략적 제휴를 방
해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에 대해 직접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당해 회사가 경영권방어수단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않다면 자신이 M&A나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려 했던 행
위 자체가 거꾸로 당해 회사의 존립에 위협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영국의 보다폰이 독일의 만네스만을 적대
적 인수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만네스만이 영국의 오렌지를 적대적
으로 인수하려 하자 그에 위협을 느낀 영국의 보다폰이 독일의 만
네스만을 적대적 인수한 것이다. 또한 1989년 미국의 Time이
Waner와 합병하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Paramount가 Time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2003년 오라클과 피플
소프트 간에 우호적 협상이 결렬되고 대신에 피플소프트가 JDEC
와의 합병을 발표하자 오라클이 피플소프트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
도하였던 것이다.62) 따라서 경영권방어수단은 기업의 기업지배구
조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62) 김화진·송옥렬(2007),「기업인수합병」
, pp. 297 재인용.

140

(2) 경영권방어수단은 적대적 M&A를 당할 경우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경영권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적대적 M&A 시도에 대
응할 능력이 없으므로 경영진이 매수자 등과 협상할 여지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사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존 일반주주는 적대적
M&A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경영권방어수단을 갖춘 기업의 경우 비록 매수자에게
M&A를 당하더라도 회사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가
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도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즉 부실기업이 적대적 M&A를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이 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기업이 경영권방어수단이 없어서
적대적 M&A로 인하여 경영진이 바뀌거나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
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회사법의 연방대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델라웨어
주법원은 적대적 M&A와 경영권방어수단과 관련된 소송에서 경영
권방어수단의 도입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
판단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 주법원은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이사들의 법
률적 의무는 경매(auction)와 같이 회사의 가치(가격)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라는 법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는 회사가 경영권방어수
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와 같은 대응 자체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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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한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에 지나친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는 달리 경영권방어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특히 경영
권 안정에 필요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경영권방
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증권시장에서
유통주식을 흡수함으로써 매수대상주식을 감소시켜서 주가를 상
승시키고 또는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의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 또한 소각 등의 목적으로 인수된 자사주는 즉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자사주 매입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는 취득수량
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취득금액만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의
문제점은 기업의 중장기투자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금은 sunk cost로서
기업이 설비 및 R&D 투자와 같은 중장기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자
금을 경영권방어에 소모하는 것이다. <표 Ⅵ-1>은 2006년 및
2007년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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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2006년 및 2007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단위：개, 만주, 억원, %)
2006년
직접

신탁

2007년
계

직접

신탁

계

증감률

회사수

55

32

87

66

38

104

19.54

건수

78

39

117

92

45

137

17.09

주식수

11,584

1,778

13,362

10,096

2,962

13,058

-2.28

금액

65,621

7,613

73,234

59,431

4,571

64,002

-12.61

1개회사당
평균금액

1,193

238

1,431

900

120

1,021

-28.67

자료：증권선물거래소2008. 1. 14 보도자료.
자주：1) 신탁계약 만기 연장은 제외(신규계약 체결만 반영).
자주：2) 동일회사가직접취득및신탁계약체결을모두공시한경우별개회사건수로간주.
자주：3) 신탁계약으로 인한 주식취득 수는 신탁계약금액을 공시일 보통주 주가로나누어
산출하여, 실제취득과는 다를 수있음.

<표 Ⅵ-2>

2007년 결산 회사별 자사주 취득현황

A. 직접취득 금액 상위법인
(단위：주, 백만원)
회사명

취득주식수

취득금액

목적

비고

삼성전자

3,200,000

1,819,935

주가안정

우선주포함

포스코

2,615,605

978,173

주가안정및주주가치제고

삼성중공업

11,959,429

569,190

주가안정및주주가치제고

케이티앤지

6,700,000

461,100

이익소각

삼성화재해상

1,600,000

246,950

이익소각

케이티

4425000

197819

이익소각

삼성물산

309,000

136,632

주주가치제고

SK텔레콤

471,000

118,512

주주가치증대및주가안정

현대자동차

1,665,630

117,869

종업원무상주교부

삼성증권

2,000,000

106,376

주가안정

KTF

2,979,000

88,476

이익소각

웅진코웨이

3,000,000

85,557

주가안정, 주주이익극대화

현대모비스

870,000

대우자동차판매

1,494,000

73,752 적정주가형성통한주주가치제고
71,071

자료：증권선물거래소2008. 1. 14 보도자료.

주가안정및주주가치제고

우선주포함
우선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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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탁계약 신규체결금액 상위법인
(단위：주, 백만원)
회사명

체결주식수

체결금액

목적

현대상선

5,714,286

200,000

주식매수선택권행사대비및주주가치제고

대우건설

3,502,627

100,000

LS전선

581,395

20,000

주가안정

남양유업

11,106

10,000

주가안정및경영권방어

주가안정및이익의주주환원

중외제약

218,579

10,000

신탁계약을통한자기주식가격안정

텔코웨어

1,008,179

10,000

주가안정

퍼시스

370,370

10,000

주가안정

현대하이스코

1,121,076

10,000

주가관리및주주가치제고

삼화왕관

247,934

6,000

주주가치제고

성창기업

203,390

6,000

주가안정및주주가치향상

한국단자공업

360,057

6,000

주가안정

대교

53,476

5,000

자기주식가격안정

대성산업

22,676

5,000

자기주식가격안정

세아베스틸

326,797

5,000

주가안정

유엔젤

690,608

5,000

주가안정

자료：증권선물거래소 2008. 1. 14 보도자료.

은 6조4,002억원으로 2006년의 7조3,234억원에 비하여 12.61%
감소하였으나, 자사주 취득건수는 137건으로 2006년의 117건보
다 17.09% 증가하였다. <표 Ⅵ-2>는 2007년에 자사주를 취득
한 회사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 Ⅵ-2>에 따르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한 회사의 경우는 대
부분이, 신탁계약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는 전부가 주가안
정, 주주가치제고 및 경영권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방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처럼 많은 자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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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유가증권 시가총액 상위 50사(2008년 3월 말 현재)
(단위：백만원, %)

순위

회사명

1

삼성전자

시가총액

구성비 순위

101,951,195 11.84 26

회사명

시가총액

구성비

GS건설

7,395,000

0.86

2

POSCO

41,500,933

4.82

27

S-Oil

7,335,637

0.85

3

현대중공업

28,158,000

3.27

28

삼성중공업

7,288,195

0.85

4

신한지주

20,721,238

2.40

29

대우조선해양

7,225,001

0.84

5

현대차

19,429,886

2.26

30

대우건설

7,035,527

0.82

6

LG전자

19,344,718

2.25

31

현대모비스

6,754,750

0.78

7

한국전력

19,279,110

2.24

32

SK

6,708,861

0.78

8

국민은행

18,635,403

2.16

33

현대상선

5,988,295

0.70

9

LG디스플레이

15,904,908

1.85

34

기업은행

5,915,214

0.69

10

SK텔레콤

15,142,627

1.76

35

현대제철

5,909,127

0.69

11

우리금융

13,903,765

1.61

36

LG화학

5,875,143

0.68

12

두산중공업

13,878,434

1.61

34

한국가스공사

5,680,411

0.66

13

LG

12,992,110

1.51

38

KTF

5,579,305

0.65

14

KT

12,920,753

1.50

39

미래에셋증권

5,547,920

0.64

15

하이닉스

12,790,776

1.49

40 두산인프라코어

5,540,786

0.64

16

신세계

11,768,952

1.37

41

삼성카드

5,523,243

0.64

17

삼성물산

10,969,118

1.27

42

현대산업

5,095,971

0.59

18

KT&G

10,921,618

1.27

43

두산

4,974,736

0.58

19

삼성화재

9,951,494

1.16

44

SK네트웍스

4,909,870

0.57

20

현대건설

9,541,113

1.11

45

삼성증권

4,865,600

0.56

21

SK에너지

9,483,235

1.10

46

KCC

4,818,160

0.56

22

롯데쇼핑

8,713,012

1.01

47

대림산업

4,626,400

0.54

23

하나금융지주

8,579,990

1.00

48

현대미포조선

4,450,000

0.52

25

동양제철화학

7,535,555

0.88

50

대한통운

4,434,879

0.52

자료：www.krx.co.kr

사주 취득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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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적 M&A 추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기
본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확산되면서 세계 모든 기업들의 경쟁환
경 및 성장전략이 변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서 기업의 생존은 자
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
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은 자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M&A가 기업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다시 각
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 경쟁기업을
M&A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된
이래 우리 기업들은 외국자본에 대하여 수세적 입장에서 처하면서
경영권방어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 등의 개방에 적응이 덜 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는 M&A, 특히 적대적 M&A를 통한 성장전략에 익숙치 않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는 것
을 국내 시장이나 국내 여건에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성
장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다른 국가 기업에 대한
M&A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M&A를 통한 성장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ISS가 발표한 것처럼, 적절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M&A의 성공에 필수적인 두 요소인 회사의 주가와 경영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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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 상대인 외국 기업 및
자본이 가지는 행동의 자유를 우리 기업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권방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전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개 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좋
은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법·제도적으로 경영권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확보된 방어수단이 비효율적인 경영진의 기업지배권
유지 등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권방어
수단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에게 폐해를 가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
여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방어수
단에 관한 공정한 룰(규범)’
을 확립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경영권방어수단이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사법부가 설정하고 있는 공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방어수단을 발동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회사의 이사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어수단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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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의 이사가 경영권방어수단의 시비에 관하여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경영권방어수단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일본은 2001년 및 2002년에 회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이 마
련되어 있었고, 그 후 신회사법의 제정으로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
인 방어수단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적대적
M&A 시도 및 거래가 많지 않아서 적대적 M&A를 기업가치 향상
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
국이나 EU 국가들과 같이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원칙도 확립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사법부 판례의 기
준은 회사의 지배권 싸움이 있는 국면에서 행해지는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둘러싸고 확립된‘주요목적 룰’이 유일하였다고 한다.
여기서‘주요목적 룰’
이란 유사시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
이 지배권유지를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자금조달목적이 있으면 적법으로 하는 사고방
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유사시에, 즉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도입한(유사시 도입형)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지배권유지가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
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처리하면서, 평상시에 도입되어 유사
시에 발동되는(평상시 도입·유사시 발동형)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도입시의 상황과 방어수단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법으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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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경영권방어
수단에 관한 공정한 룰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경제산업성은 경영권방어수단 관련 합리적인 원칙
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4년 9월에‘기업가치연
구회’
를 설치하였고 동연구회는 2005년 5월 27일에 기업가치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기업가치보고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이 적대적
M&A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방어수단의 타당성은 기업가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방어수단은 주주의사에 기한 이른바 평상시도
입·유사시발동형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어수단이 경영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 경영권방어수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업가치기준의 마
련：기업가치를 우선시
경영권방어수단이 타당성을 갖는지의 여부는 기업가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바, 여기서 기업가치기준이란 매수자의
제안과 현 경영진의 경영방침 중 어느 쪽이 당해기업의 가치를 높
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방어수단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매수자의 제안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면 매수가 가능토록 하고 매수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
면 매수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지의 여부 및 경영권방어수단을

Ⅵ. 결어：정책적시사점 149

발동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개매수 등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주주의 결의를 요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사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신임을 얻어 경영을 위탁받은 경영진
의 판단에 일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영권방
어수단의 작동여부를 결정할 경우 기존 경영진은 자신의 지배권유
지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영권방어수단의 남용을 막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기업가치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기업가치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하도
록 한다.63)
1) 기업가치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적대적 M&A가 기업가치
에 위협을 가하였는가?
적대적 M&A가 대상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위협은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적대적 M&A가 대상회사의 효율성을 훼손
시키게 되는 위협이 있는 경우, 둘째는 대상회사 주주의 적절한 판
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구조상 강압적인 매수유형
강압적인 매수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2단계 공개매수와 그린메
일 등이 있다. 그린메일은 매수자가 일반주주의 손실을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이다. 다음
으로 2단계 공개매수의 경우도 제Ⅱ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수자
63) 企業
조.

値硏究會(2005), 企業

値報告書: 公正な企業社會のル-ル形成に向けた提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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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수가격이 적절치 않더라도 2단계 매수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주가 서둘러 팔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2단계 공개매수는 주주의 적절한 판단에 위협을 가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② 대체적 제안이 없는 유형
기존 경영진이 대체적 제안을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매수 유형의 경우가 해당된다. 즉 적대적 M&A가 모든 주식
및 현금대가의 매수제안이라 할지라도 적대적 M&A 시도 이전에
매수제안 교섭을 신청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TOB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백기
사를 찾거나 새로운 경영제안을 실시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
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 주주가 잘못 판단하게(誤信) 되는 유형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매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주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판단하여 매수에 응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는바, 특히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기업자산의 취급, 매수
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상의 유형과 같은 위협이 없을 경우에도 경영권방어수
단을 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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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수단의 과잉방어 여부：가해진 위협에 비추어 방어수단이
적당한 것이었는가?
경영권방어수단은 위협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영권방어수단은 원칙적으로
매수자 이외의 주주는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할 것이며(비강
압성), 둘째는 주주의 선택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비배제성).
① 매수자 이외의 주주는 평등하게 취급：비강압성
경영권방어수단은 원칙적으로 강압성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 것이다. 즉 구조상 강압적인 매수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
반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특정주주를 우대하거나 혹은 자사
주를 매입하는 등의 방어수단이 과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
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포이즌 필과 같이 매수자 이외의 주주를 평등하게 다루
는 방어수단은 강압성이 없는 것이다.
② 위임장대결 등 주주의 선택권 확보：비배제성
구조상 강압적인 매수 유형 이외의 적대적 M&A 시도에 주주의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어수단은 과도한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adhand 형의 방어수단은 매수자에게 방어수
단의 철회를 위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주의 선
택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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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주주의 선택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방어수단은 배제성
이 없어 과잉방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임장 대결
등은 주주에게 방어수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므로 과잉방어로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번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방어수단의 시비가 결말지어지는 경우에는 동 방어수단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사의 善管주의의무 이행여부：이사회가 경영권방어수단을
채택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였는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이사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는 고도의 인적신뢰를
기초로 하는 주의의무로서, 이사는 사용인과 달리 회사경영의 주체
라는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자신
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소극적 의
무)를 지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
해야 할 의무(적극적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 등을 결정할 때
경영자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하고 적절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검토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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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기업가치를 손상시키는 매수의 상태, 제안된 매수의 분
석, 현 경영진의 경영방침과의 비교, 우호적인 제3자에 대한 매각
등 대체가능한 방어수단의 효과 등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② 외부전문가의 분석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매수제안의 분석과 방어수단 설계 등에 대하여 변호사
및 재무전문가와 같은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주의 깊게 요구하도록
한다.
③ 제3자의 관여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비교적 적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역 등의 제3자가 충
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방어수단의 도입·유지·철회 등에 관여하도
록 한다.

(3) 경영권방어수단의 악용 방지 방안
적대적 M&A가 시도되었을 경우 경영권방어수단의 유지·발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 이사가 실시하여야 하
지만, 현 경영진이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전체 이익을 위해서가 아
니라 경영진의 지배권유지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내부경영진만이 경
영권방어수단의 유지·발동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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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다투도록 한다’
라는 것으로는 시장의 이해와 납득을 얻기 어
려운 것이다.

1)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의 판단을 중시
방어수단을 도입할 때는 이사회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지만, 적대
적 M&A가 시도되었을 때 방어수단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은 사내 이사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의 동
의를 얻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의 기업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포이즌 필
의 도입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도입하지만, 유사시에는 독립적
인 사외이사가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하여 발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뒤에서 설명하게 될‘방어수단의 철회조건을 객관적으로
설정’
하지 않았을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의 개입 필요성이 높
다고 하겠다.
① 사외이사의 역할을 중시
사외이사는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
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며 업무집행의 결정권한
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처럼 법률상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외이사가 제3자 입장에서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의 이
익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경우 일반 주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 등이 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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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②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란 현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는 것 이외에, 회사와의 실질적인 독립성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해관계자, 즉 주요 거래업체, 주거래은행 등의 채권
자,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도 상기의 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2) 방어수단의 철회조건을 객관적으로 설정
이사회의 결정으로 방어수단을 도입하였으나 독립적인 사외이
사의 개입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방어수단의 철회요건을 미
리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즉 TOB의 경우 주주가 매
수자의 매수제안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설정하거나,
또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방어수단
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도록 고안된 방안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방어수단의 철회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조항
을‘깨물어 부수기 쉬운(chewable) 방어수단’또는‘Permitted
offer exception(Qualified offer) 조항’
이라고 한다.
① 매수자와의 교섭기간을 확보하는 유형
적대적 M&A가 시도되었을 때 매수자가 매수 제안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예를 들어, 매수목적, 매수가격, 이해관계자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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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 경영진이 대체 제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 즉 매수자와의 교섭기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방어수단을 철회하고 TOB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
형이다.
어느 정도의 교섭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매수가 전부매수
인지 부분매수인지 혹은 매수대가 지급수단이 현금인지 등 매수제
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전부매수 및 현금대가
등의 경우는 강압성이 없으므로 교섭기간을 단기로 설정할 수 있
으며, 그 이외 부분매수 제안의 경우는 장기의 교섭기간을 설정하
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방어수단의 철회조건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원
칙적으로 모든 매수에 대하여 TOB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다른 방어수단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의 개입 없이 사내이사 등의 판단만으로 방어수단의 시비를 결
정하였다고 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모든 주식 혹은 현금 매수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존중해 철회하는 유형
매수자의 매수제안 내용이 부분매수일 경우에는 방어수단을 철
회하지 않지만, 매수제안 내용이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겠다
는 내용일 경우에는 재무전문가, 변호사와 같은 외부전문가가 매수
가격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외이사가 검토하여 매수제안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사회가 방어수단을
철회하는 유형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을 도입한 회사 중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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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이러한 객관적 철회조항(Permitted offer exception
(Qualified offer)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4)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방어수단의 평상시 도입·유사시 발동
1)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상시에 도입하여 유사시 발동
경영진은 경영권방어수단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
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주의 적절한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도입하고, 그 도입목적, 방어수단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권방어수단을 평상시 도입하는 방안의 장점은 첫째, 방어수
단을 기업가치와 주주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대적 M&A가 시도되기 이전에 도입하는 것
이기 때문에 특정 매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및 주
주전체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적대적 M&A를 배제한다는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및 매수자 입장에서
는 방어수단의 내용을 검토하여 신중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적대
적 M&A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주총회의 승인
회사가 평상시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된 절차
에 따라서 방어수단을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평상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방어수단을 포함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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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경의 승인을 얻고, 적대적 M&A가 시도된 경우에는 정관에 정
한 바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자의
적 결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방어수단의 도입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주요 내용은
방어수단의 행사조건과 소각조건인바, 주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정기적으로(예를 들어, 3년) 방어수단
을 승인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nset 조항의 설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방안의 장점은 주주가 기업의 과거실
적, 장래의 경영방침 및 경영자에 대한 신뢰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
어수단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주총회의 승
인을 요하는 방안은 적대적 M&A 시도를 대비하여 주주가 사전에
이사회의 결정방식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
의 기관투자가들이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시에 주주총회의 승인
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재차 확인할 수 있다.

(5) 방어수단의 소각 가능성 여부
1) 소각조항의 규정
경영권방어수단의 과잉방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어수단
에 소각조항을 마련하여 위임장 대결에서 소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각조항의 내용은‘매수자가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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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기 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방어수단을 소각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방어수단을 발동하기 전에 매수자가 위임장대결
을 통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확보하더라도 소각이 불가능한 DeadHand 유형의 방어수단은 주주의 참여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적
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ead-hand 조항은 방어수단을 도입할 당시의 이사가 한 사
람이라도 교체되면 방어수단을 소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No
hand 조항은 도입할 당시의 이사의 과반수를 대체하지 않으면 소
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Slow hand 조항은 이사의 과반수를 대
체하여도 일정기간은 소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2) 기 타
참고로, 방어수단의 소각조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가
치보고서는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방어수단의 소각이 가능토록 하
는 방안과, 황금주나 복수의결권 주식에도 소각조항을 규정하는 것
을 제안하고 있다.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방어수단이 소각토록 하
자는 것은 위임장대결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주주의 의사를 적절
히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처
럼 매수자 이외의 주주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방어수단에 대해서
소각조항이 없을 경우는 방어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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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수하게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의 도입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을 도입목적에 따라 두 가지
로 나누어보면 순수하게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제도가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한편,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기업지배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이는 본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제도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신주를 제3자
에게 배정한다거나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등
은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야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을 서로 결합시
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만이 목적인 경우에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까지 변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
로서 불필요하게 자본이 조달되거나 자본이 환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경영권방어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순수하게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도입 가능한 경영권방어수단
경영권방어를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정부는 다양한 방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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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어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
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소개할‘포이즌 필’과‘종
류주식’은 선진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어수단이면서
그 응용방법이 다양하므로 방어수단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
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상이라 하겠다.

(1) 포이즌 필(poison pill)
포이즌 필은 주주권리계획 혹은 주주매입권계획(shareholder
rights plan)이라고도 하며 미국 회사법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거의 모든
공개기업 이사회가 채택하고 있다.
포이즌 필을 채택한 기업은 특정한 계기(triggering event)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주주에게 포이즌 필이라 불리는 증권(신주인수
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 준다.
즉 일반주주에게 발행회사의 보통주 1주에 대하여 추가적인 권리
(rights)를 하나씩 부여한다. 이 증권의 소지자는 당해 기업에 대
한 적대적 M&A가 시도되거나 당해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이
매집되는 등의 특정상황이 발생되면 그로부터 일정기간 후(예를
들어 10일 후)에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권리는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시도를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서‘독(poi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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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이즌 필의 유형
① 우선주 계획(preferred stock plan)
미국에서 최초로 설계된 포이즌 필은 1982년 Martin Lipton 변
호사가 General American Oil의 El Paso Electric에 대한 적대적
매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환권 우선주 배당계획
(conversion preferred stock divided plan)이있다.
또한 1983년에는 Jack Daniels 위스키 제조회사로 미국 제4위
의 원액 블랜딩 회사인 Brown-Foreman Distillers가 도자기 제
도업체인 L e n o x를 매수하고자 시도한 거래에서 우선주계획
(preferred stock plan)이 사용되었다. 당시 Brown Foreman은 주
당 60달러인 Lenox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주당 87달러로 매
수제의를 하였다. 이 가격은 전년도 주당 순이익 4.13달러의 거의
20배에 가까운 액수이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었다. 이에 Lenox는 Martin Lipton의 권고에 따라 매수가 성사되었
을 경우 매수 후 기업의 보통주 40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주주에게
배당하여 매수 성사시에 매수기업의 지분율을 급격히 희석시킬 수
있는 방어수단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당시에 Brown 일가의 지분
율 60%를 급격히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었다.64)
우선주계획은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첫째, 발행자가 발행된 우
선주를 회수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보통 10년), 둘째, 우선
주는 재무적 측면에서 장기부채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
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우선주계획을 실행한
기업은 부채비율이 증가되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64) 선우석호(1997),「M&A」, p. 4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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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립 오버(flip-over rights plan)
우선주계획은 발행된 우선주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문제점
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것이 플립 오버이다.
Flip over(전환 독약)는 다음 절에서 소개할‘플립 인’과 달리 합
병이 이루어지면 매수기업(합병기업)의 주식을 극히 낮은 가격으
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즉 call option)를 말한다. 이는 적대적 매
수자가 대상기업 주식의 일정비율을 매수하여 지배권을 취득한 후
대상기업과 합병이나 기업결합 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
수기업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미리 모든 보통주주에게 배당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플립 오버의 전략적 효과는 첫째, 합병이 종결된 후 존속기업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매수자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특정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주식매수 권리가 정상가격으로 상환될 수 있기 때문에 매
수자가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기업의 경영진과 사전
협의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립 오버 독약계획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는바, 첫째,
플립 오버의 경우 매수자가 보통 20% 이상을 매수할 경우에 보통
주주에게 권리증서가 배분되지만 이들 주주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
해서는 매수자가 100%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본래 기업사냥꾼들은 기업을 매수한 후 대상기업의 자산과 자원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하여 100%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고 고안된 것이 플립 오버 독약계획이었다. 그런데
기업경영권은 일반적으로 51%의 지분 확보만으로도 탈취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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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이후 매수자들은 대상기업 지분 100%를 모두 매수하
지 않음으로써 주주들의 플립 오버 독약계획의 권리행사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플립 오버는 공개매수 후에 2단계 거
래(합병)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는,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백기사(white knight)가 대상기업
의 주식을 매수하려 할 때도 역시 주식매수권이 발효된다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 경영진이 동의
한 주식인수 거래시에는 플립 오버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
항을 붙이게 된다.65)
③ 플립 인(flip-in rights plan)
플립 오버는 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지분 100% 전부 매수하지 않
을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Flip-in은 이러한 플립 오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기
업의 지분 100%를 매수하지 않는 매수자에 대하여도 대항하기 위
하여 설계된 방어수단이다. 예를 들어, 100만주의 보통주를 발행
하고 있는 회사를 가정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보통주 25만
주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선언할 경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에
대항하여 대상회사의 보통주 2주씩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즉
포이즌 필을 발행하게 된다. 인수회사가 예정대로 25만주를 취득
하는 순간 콜옵션이 행사된다고 하면, 인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5만주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75만주 주식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당 2주씩 신주가 발행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00만주의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수회사의 지분은 당초 목적
65) 선우석호(1997),「M&A」, p.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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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가 아니라 전체 250만주 중에서 10%로 줄어들게 되어 인
수회사의 지분을 엄청나게 희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매수기업
이 인수한 권리는 무효화된다.
플립 인은 매수기업이 합병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
문에 플립 오버보다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과반
수 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대상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지분만을 취득하여 경영에
관여하려는 자와 그린메일을 받아내려 하는 기업사냥꾼들에게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것이다.
포이즌 필을 사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기업은 통상적
으로 플립 오버와 플립 인을 같이 채택하고 있다. 즉 100% 지분 확
보를 노리는 적대적 매수자와 50% 이상의 지분 확보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매수자 모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두 가지 포이
즌 필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매도권 계획
포이즌 필의 다른 형태로 매도권 계획(back-end pill 혹은 put
right plan)이 있다. 매도권 계획이란 매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주주들은 기업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현
금, 사채, 우선주 등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즉 적대적 매수자를 제외한 대상회사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발행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즉 put option)를 부여하는 것
이다.
이때 매도권리의 행사가격은 확정된 금액일 수도 있고 공개매수
자가 과거에 지급한 최고가격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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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유한 권리는 무효이다. 한마디로 매도권 계획의 취지는 지
배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후의 희석화로부터 잔여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기타 포이즌 필
새로운 형태의 포이즌 필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포이즌
필이 명시된 정관상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66)
Chewable rights plan은 대상회사가 포이즌 필을 남용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flip-over rights plan이나 flip-in rights plan 자체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는 취지를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 플랜은 주주에게
더 유리한 대안도 없이 기존의 포이즌 필을 유지하는 것은 대상회
사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Delaware 대법원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TIDE rights plan은 회사에서 정해 놓은 포이즌 필이 주주의 최
선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를 3명 이내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기업
통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변
경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플랜이다.
Sunset plan은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포이즌 필을 2년 내지 3년
에 걸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플랜이다.

66) 국중권(2006),「적대적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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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이즌 필의 특성
상술한 바와 같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여러 유형의 포이즌 필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 원칙은 매수자의 매수지분을 희석시
킨다는 데 있다. 다만 포이즌 필의‘매수지분 희석화 원칙’
이 견지
되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특성이 있다.
① 포이즌 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경영진의 권한이어야 한다.
포이즌 필의 발행 여부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것이다. 포이즌 필의 발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주주총회를 소
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주주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주주의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의 발행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회사는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포이즌 필을 미리 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에서 포이즌 필 발행 여부는 전적으로 경영
진의 일상적인 경영권한에 속해 있다. 주주총회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고 또한 포이즌 필의 내용은 거
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서작업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포이즌 필을 미리 발행해 두고 있는 회사
는 극소수이며, 포이즌 필을 미리 발행하지 않고서도 잠재적 가능
성만으로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② 포이즌 필과 주식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포이즌 필을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면 인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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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포이즌 필만을 매수함으로써
포이즌 필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포이즌 필이 주식과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면 포이즌 필
이 행사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
문에 인수회사뿐만 아니라 포이즌 필을 갖고 있지 않은 주주까지
도 자신의 주식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포이즌 필의
행사로 인하여 포이즌 필이 없는 일반 주주로부터 포이즌 필을 행
사한 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이 행사되기 전에는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표준적 포
이즌 필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주주를 차별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
포이즌 필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
는 주주를 차별대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수회사(라는 주주)
와 인수회사 이외의 주주와의 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포이즌 필은 배당 형식으로 주주에게 교부하기 때문
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인수회사도 원칙적으로 포이즌 필을
배당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포이즌 필을 배당받은 인수회사
가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포이즌 필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주식 수만 증가시킬 뿐 인수회사의 지분 비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포이즌 필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포이즌 필
을 작동시킨 원인을 제공한 주주는 포이즌 필을 행사할 수 없다’
라
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주주를 차별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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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④ 포이즌 필의 상환 또는 재매입조항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포이즌 필이 주식과 분리되어 양도할 수 없
어야 한다는 것은 포이즌 필이 행사되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특성
이다. 즉 포이즌 필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옵션 행사가 가
능해지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하여 그 옵션만의 양도도 허용되는
것이다.
만약 대상회사 주주들이 적대적 M&A에 찬성하여 주식을 인수
회사에 매각하더라도 포이즌 필이 작동된 이후에는 포이즌 필까지
붙여서 매각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인수회사가 주식을 매
수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통되는 포이즌 필이 행사될 수 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을 상환하거나 재매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이즌 필을 발행한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콜옵
션을 거의 형식적인 가격에, 예를 들어 권리당 1센트 정도의 가격
에 언제라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되는
포이즌 필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포이즌 필을
상환하거나 재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결국 인
수회사가 적대적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
과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포이즌 필에 대한 평가 및 적법성 여부
포이즌 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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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이즌 필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
어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방어수단이라는 평
가를 검토에 보기로 한다.
우선, 포이즌 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만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인수회사의 적대적 M&A 시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적대적
M&A 시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의 자본구조나 지배권 등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통한 경영권방
어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방어 등은 불필요하게 자본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회사 경영진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포이즌 필을 발행할 경우 일반 주주
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지배권시장의 위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Delaware 주 법원에서는 포이즌 필이 이사
의 충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포이즌 필이 개발됨에 따라 그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제
기 되었는데, 여기서는 1985년 11월 Delaware 주 고등법원이 포
이즌 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
다.67) 당시 Household International의 이사이자 대주주였던 John
Moran은 자신의 투자회사인 Dyson-Kissner-Moran을 통하여
Household를 매수하려 하였다. Household 측은 Moran의 매수 시
67) 선우석호(1997),「M&A」, p. 415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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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항하여 자사 지분 20%가 취득되면 발효되는 포이즌 필을
채택하기 위하여 이사회 모임 전에 포이즌 필의 요약과 법적, 재무
적 권고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이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
여 Moran은 1984년 8월에, Household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
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포이즌 필을 채택하였음을 내용으
로 Delaware 법원에 제소하였다.
Delaware 고등법원은 1985년 11월에 Household International
이 채택한 포이즌 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포이즌 필 채
택을 위한 진행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이사들에게 알려졌고 심사숙
고한 행위이므로 Household의 포이즌 필의 채택은 경영판단의 원
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적합하
다는 것이다.
또한 포이즌 필이 존재하더라도 인수회사는 위임장권유를 통하
여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이즌 필을 상
환하고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포이즌 필의 채
택만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포이즌 필이 방어수단으로서 적법하다는 것을 확
인한 결과였다. Household가 사용한 포이즌 필에 대한 적법 판결
이 내려지자 당시 포이즌 필을 채택하던 기업이 37개사였으나, 다
음해 말에 이르러서는 대략 400개 기업이 포이즌 필을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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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주식의 확대
1) 종류주식의 의의
① 주주평등원칙과 종류주식
주주평등원칙이란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 기반하는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
다는 원칙으로서 지배주주의 다수결 남용 등에 따른 차별적 취급
으로부터 일반주주를 지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주식의 권리 내용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을 매개하는 수
단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주식의 권리 내용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투자자로서의 주주는 의결권 등 공익
권을 포함한 사원권의 취득이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금전채권적 권리에 의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8) 따라서 주주평등원칙의
입장에서도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회사와 기
존의 주주 또는 장래 주주가 될 자가 합의하는 때에는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의 발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69)
일본의 기업가치보고서(2005)는 주주평등원칙을 일률적으로
엄격하고 완고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또한 주
주평등원칙의 근거를 공평성의 이념에서 구한다고 할지라도 기업
가치에 대한‘위협’
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68) 박철영(2005),“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이해조정”, p. 45 참조.
69) 原田炅治(2002),“平成13年改正商法の解說”,「商事法務」第1642 , p. 27 참조.

Ⅵ. 결어：정책적시사점 173

것이 공평성에 더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70)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은 주주평등원칙과 관련하
여 주주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종류주식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
으며 신주예약권에 차별적인 행사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해석을 근거로 일본에서도 특정 매수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방어수단인 ⅰ)포이즌 필, ⅱ)황금주, ⅲ)복수의결권주의 도입이
가능하고, ⅳ)Shark Repellent(방어목적의 정관변경)도 가능하다
고 보고 있다.
이같이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일컬어 종류주식(class shares)이라
고 한다. 이는 강학상의 용어로서 주식회사가 지분권의 표준형인
보통주식(ordinary shares) 이외에 그 권리내용을 변형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들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통칭
하는 용어이다.
②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의 종류
우리의 상법은 주주평등원칙을 강행적으로 적용하고 그 예외는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제1항
에 의해 발행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에 관한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 4가지 종류가 있
다. 그러나 후배주와 혼합주는 실제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우선주
의 경우도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가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예
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종류주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익배당
70) 企業
조.

値硏究會(2005), 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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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뿐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에 관한 권리, 즉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그 내
용이 다른 주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회사들은 신
속하고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회사의 경
영상의 필요와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주식을 설계할 수도 없다.
한편 상법은 모든 종류주식을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상법 제374조), 우선주에 대하여는 무의결권주식으로 발행
하거나(상법 제370조)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354조) 종류주식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의
결권, 전환조항, 상환조항 등은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고유한 권리
가 아니라 특수한 발행조건으로 부가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주
식의 종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식은 기본적인 형태의 종
류주식과 구분하여 특수한 주식으로 불린다.71)
2) 국가별 종류주식 관련 현황
미국, 영국 등은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두지 않
고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영·미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발
행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만 정해놓고 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종류
와 수권주식수를 기재함으로써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자본조달, 사업구조조정 및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을 설계·발행하고 있으며 이
71) 박철영(2005),“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 이해조정”
,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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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개정 모범사업회사법(RMBCA) §
6.01(c)(1)은 회사가 의
결권에 관한 특별주식, 조건부의결권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무의결
권주식(special, conditional, or limited voting rights, or no right
to vote) 등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임의로 설계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2)
한편 주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던
일본은 기업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2001년 이후부터 주식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익배
당에서 뿐만 아니라 의결권, 이사선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
주식을 도입하였고 강제전환조항 등 그 발행조건을 크게 확대하
였다.
3) 종류주식 확대의 필요성：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
종류주식을 확대시킬 경우 얻게 되는 이득은 다음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는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셋째는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상
기의 종류주식을 확대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경우는 경영권방어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세 번
째의 종류주식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로 한다.
주식은 회사에서의 자본조달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주주가
72) 최준선(2006),“효율적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주식제도”참조.

176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그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된다. 그러므로 주식에게 부여된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할 경우 기
업에게 추가적인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의결권보통주의 발행이 허용
되거나 이사선임, 합병 등 회사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
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주식 등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된다면 기업들은 경영권에 영향 받지 않고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
다.73)
4) 복수의결권주식및 차등의결권주식74)
① 주주평등원칙과 1주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
우리의 현행 상법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과 1주1의결권원칙을 견지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결정문제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도 1주1
의결권원칙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라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만이 1주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도 1주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무의결권우선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1주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합
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예외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73) 박철영(2005),“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이해조정”, pp. 48~52 참조.
74) 최준선(2006),“효율적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주식제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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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은 1주1의결권원칙을 유지
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1주1의결권원칙에 대
한 예외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즉 범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② 복수의결권주식의 효율성
복수의결권주식이란 창업자 등 특정의 주주가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예상되는 몇 가지 장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복수의결권주식
의 도입은 회사 자산이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창업자 등 지배주주가 경영권방
어를 위하여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과다한 자본을 소진하거나,
crown jewel처럼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green mail 시도를 방
어하기 위하여 인수포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경영권방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IPO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해소는 중소기업이나 벤
처기업 등의 IPO를 크게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용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나
피라미드형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
배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로, Dimitrov and Jain(2003)은 1979년부터 1998년까지
19년 동안 1주1의결권주식(one-share on-vote)을 복수의결권
주식(dual-class)으로 전환시킨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 및 장기수익을 연구한 결과, 복수의결권 채택을 발표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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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주는 물론 당해 기업들의 성장 및 수익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다. 또한 자신들의 연구결과는 대중적인 언론이 1주1의결권이 미
국 기업에게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 관습적
인 개념(conventional wisdom)에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75)
③ 차등의결권주식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주식을 장기간 보유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단기의 매매차익이나 이익배당
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주주는 주식을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
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비레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1주에 대하여 1의결권을 기본으로 하고, 보유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의결권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장기간 회사의 사원지위를 유지한 자에게 그 기간에 비례
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불
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소수의 주식으로 지
배권을 고착시키는 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주당 부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75) Dimitrov and Jain(2003),“Recapotalozation of One Class of Common Stock into
Dual-class: Growth and Long-run Stock Returns”
, p. 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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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기업집단 및 중소기업에의 적용 방안
경영권방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및 기업집단 등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경영권방어수단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중소기
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매수자가
적대적 M&A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
모와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도 경영권
방어수단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방어수단의 도입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 여부를 적용
대상기업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
리나라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중소기업 및 일반 대기업에의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나 일반 독립적인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방어를 위하
여 기업집단처럼 계열사 간에 출자함으로써 연결고리를 만들거나
자사주를 매집하는 등의 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
럼 중소기업이나 일반 대기업의 경우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
이므로, 현재 경영권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
장을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도 이들 기업이 방어수단을 도
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일반 대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공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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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현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
어 있는 기업의 경우도 정관에서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첫째, 주주총회에
서 주주로부터 승인을 얻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이며, 둘째,
상술한 바와 같이‘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기업집단의 경우
1)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① 순환출자 구조 자체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작용됨.
상술한 바와 같이 포이즌 필은 미국 회사법에서 가장 강력한 경
영권방어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도 포이즌 필의 효력이 강
력하기 때문에 포이즌 필이 개발되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는 미국에서 적대적 M&A 성공이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방어수단이 제도
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영권방어의 효력 측면에서 포이즌 필과 순환출자 구조
를 비교해보면, 비록 포이즌 필이 강력한 방어수단이기는 하지만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에 의한 방어보다는 약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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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환출자 구조 기업집단에의 경영권방어수단 부여 배제
경영권방어의 효력 측면에서 포이즌 필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포이즌
필과 같은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
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 순환출자의 문제점부터 정부가 순환출자
의 고리를 끊도록 하여야 한다느니 그럴 필요가 없다느니 하는 주
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순환출자의 가공자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
는 것이고 그로 인해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
다. 다만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제도적
배경이 있었고 이제는 기업집단 스스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자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추가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끊도록 규제를 가
하는 것보다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경
영권방어수단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호출
자나 순환출자 구조 그 자체가 경영권방어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향후 포이즌 필이나 복수의결권주식과 같은 경영권방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있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이 수단의 도입을 배제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게 되었다. 즉 상호출자나 순환출
자로 얽혀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적대적 M&A가 시도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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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들이 추가로 출자함으로써 경영권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면 당연히 경영권방어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주회사의 경우
①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자 구조 간에는 별 차이가 없음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을 확보하기에 유효한 조직형태이다. 즉 소액자본에 의한 계층적
지배가 가능한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에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기업의 자유였으나,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의 제1차 개정
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시키자 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통하여 계
열사에 출자를 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
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지
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
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주요 이유는 기
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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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 있는 출자구조에서 벗어나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76)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
자 간에는 특이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
출자 간의 유일한 차이는 출자구조가 수직형 출자인가 순환형 출
자인가의 차이인데, 이는 소유구조와 관련된 각종 규제, 자본시장
의 발전정도 그리고 사업전략,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상의 차이에
의해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 대표적인 지주회사 체제인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나 이탈리아의 아그넬리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순환출자가 발견되
지 않는 이유는 M&A, 구조조정 및 전략적 제휴 등의 측면에서 순
환출자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의 경영권방어수단 부여 배제
공정거래법에서‘지주회사’
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사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며, 여기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회사(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권방어수단을 허용할 것
인지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혹은 母회사)와 子회사를 분
류해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子회사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에서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
76) 고동수 외(2006),「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이후의 대안 연구」
, pp. 2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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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같거나 많은 회사로서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
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
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일반지주회사의
子회사는 孫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
상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母회사와 子회사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상법은 母회사
에 대하여 최초에는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정의하였으나, 2001년 7월에 子회사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개정되었다(상법 제342조
의 2).
즉 상법의 경우 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母회사
가 되는 반면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子회사 주식 40% 이상을 소
유하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우선, 母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을 배제시키
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이유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소수주주 권익보호가 잘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소수주주
에 의한 경영권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소수지분으로
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주회사는 자회
사의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고자 하며, 특히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자회사 소수주주 권리침
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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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도록 규
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만 연결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은 자회사 지
분을 100%, 미국은 80%, 독일은 50%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77)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어 주주대표소송 등을
비롯한 소수주주의 경영권참여가 활발하여지고 있으므로 지주회
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
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소유비율은 높을수록 좋다고 하
겠다.
한마디로, 지주회사 체제는 기존의 기업집단체제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할 수 있는바,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반 논의
의 핵심은 단일체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기준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자
회사들에게 경영권방어수단을 부여한다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
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
주회사 체제의 자회사에게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부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출자나 지주회사 체제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집
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이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정부의 제도

77) 고동수 외(2004),「시장개혁을 위한 재벌 및 경쟁정책」
, pp. 57~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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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함에 따라 적응하기 위하여 변천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체제가 특정 기준에 적합치 않다고 하여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
거나, 혹은 특정 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맞추려 하기보
다는 정부는 장기적인 기업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들 기업집단
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자체가 경영권방어수단이
불필요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방어수단을 도입토록
허용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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