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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요 약>
Ⅰ. 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뜻함.
- 순기능의 경우 i) 지주회사 체제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유용
한 기업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ii) 계열회사간 소유지분구조가
단순·투명하게 되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이며,
- 역기능으로는 i) 적은 자본으로 계열회사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ii) 지주회사 기타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
가 있는 등 소수주주 보호에 문제가 있음.

Ⅱ.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가?
- 지주회사 체제만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은 아니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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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집중을 가속시키는가?
-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집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지주회사 체제가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대안이 되는가?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허용은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
이 될 수 있음.
지주회사가 기업투자 확대에 부적합한 체제인가?
-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자 확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
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Ⅲ.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법
적 정의가 없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를 법령에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임.
다만 일본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령에서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손자회사 등
에 대한 출자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요 약 3

Ⅳ.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서는 1999년 4월부터 제한된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허용하였음.
2004년 12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7년 4
월 및 8월의 개정에서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로
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음.

Ⅴ.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과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규제
하고 있는 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는,
ⅰ) 지주회사 자산의 기준
ⅱ)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ⅲ) 지주회사 부채비율
ⅳ)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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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ⅶ) 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등이 있음.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연결납세제도가 있는
바, 현재 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1917), 영국(1967), 일본
(2002) 등 21개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
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우리의 경우 2010년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Ⅵ. 결 어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논의 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
항은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임.
- 따라서 현행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기업
이 자신의 조직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들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증가한 것은 지
주회사 관련제도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
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지
주회사 체제를 활용한 측면도 있음.

요 약 5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
화할 경우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센티
브가 줄어들 것이며,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출총제 관련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하
여 추가적인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혹은 폐지)를 요구할 가능
성이 높음.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기업구조조정에 유용한 지주
회사 체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대신에,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보
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통한 사후규
제를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등에 의해
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연결납세제도를 체택하여 지주회사(자회사) 등이 스스로
지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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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
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공정거래법 제2조1의2에서는 지주회사란‘주식의 소유를 통
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론적으로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지배하
는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순
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하기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지주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사례도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역할, 활동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음.
- 다만, 순수지주회사의 목적과 기능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의
견도 있음. 최수미(2000)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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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어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재벌그룹의 회장
실, 기조실 및 구조조정본부 등으로 불리는 기업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1)

2. 지주회사의 기능
지주회사 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1) 순기능
1) 기업구조조정에 유용한 기업조직
지주회사 체제는 자회사의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에의 진입·진
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기업의 분사를 통하여 비주력 사업부문
을 분리·매각하는 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
업구조조정에 유용한 기업조직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지면 변화하는 시장여건
에 신속한 사업조정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
기 위하여 기업조직을 사업단위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
며, 분리된 사업조직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지주회사
를 설립할 수 있음.
1) 최수미(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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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주회사는 기업의 수평적·수직적 결합을 위한 수단으
로서 혹은 기업집단의 통괄 경영기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해소 대안
계열회사간 출자관계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직·단선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어서 계열회사간 소유지분구조가 단순·투명하게
되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음.
- 이처럼 계열회사 간의 단순·투명해진 출자관계는 금융기관
이나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하게 되는 등 기업지
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일본에서 1997년 지주회사를 허용할 때도 일본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회사에 집중시킴으로
써 계열회사 간의 주식 상호보유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일본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계열회사 간의
상호보유 주식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계열회
사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본시장을 더
욱 폐쇄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음.
3) 벤처사업의 활성화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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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투자 자체가 기업의 주력사업이므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
업조직을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체제화할 수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1999년 지주회사 설립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이전에도 벤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였음.
4) 사업의 다각화 및 다국적화
사업이 여러 업종에 걸쳐서 다각화되어 있거나 혹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갈 경우 산업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채
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들 사업단위를 전체적으로 통괄할
단위로서 지주회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역기능
일본에서 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를 논의 할 때 일본의 公正取
引委員會는 지주회사의 허용을 반대하면서 지주회사와 경영성
과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시장의 개방 및 투명성 확보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음.
- 예를 들어, 유럽의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추궁을 차단하고,
·안정주 공작 등 수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Ⅰ. 서 11

주장
-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 동기나 그 효과는 기업관련 법제의 회
피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1)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활용
지주회사 체제의 역기능으로는,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회사 지배력 확
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수주주 권익 문제
중요 자산의 대부분을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자기재량 하에서 행사하게 되는데, 자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주회사 기타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커질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이중(다중)대표소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3) 가족 지배를 위한 지주회사
계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하고, 재
벌총수의 가족들이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면, 총수 일가는 재벌의
전체 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배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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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산업과 순수지주회사
지주회사 폐해론자들은 과거 미국의 자연독점산업 지주회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악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
기 위하여 지주회사 하에 많은 소규모 기업을 두는 경우가 많
이 있음.
5) 조세피난처로 활용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형식상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회사
의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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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가?
(1) 지주회사와 기업구조조정과의 관계
지주회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는 기업구
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거론하고 있음.
- 즉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반면에 지주회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이라
여겨지고 있는 기업조직의 분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전
략적 의사결정과 사업경영 분리 용이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임.
- 기업구조조정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조직 형태에서도 얼마
든지 가능하다는 것임.
-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시킨 것이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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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97년 이전까지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었던 일본의 기
업이 지주회사가 허용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에 비하여 분
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반론이
있음.
- 즉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가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은 반면에, 경제력
집중은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의 LG카드 구조조정
사례
1) 배 경
LG그룹은 지난 2003년 3월에 국내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최
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음.
-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는 다른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본부 등과 달리 정식 법인체로서 회사운영을 상법상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국내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음. 또한 (주)LG는
LG전자, LG화학 등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14개를
두고 있음.
한편 LG그룹은 2003년 11월, 계열회사인 LG카드의 유동성 확
보를 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유동성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위 LG카드 사태가 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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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카드가 회사 부도 위기를 맞을 당시인 2003년은 카드 대
란이라 할 정도로 카드사에게는 심각한 금융위기였는데, 카
드사의 수입원인 카드결제 대금은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입금되지 않는 반면, 카드사가 지출해야 할 채무는 정상
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음.
2)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LG카드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음
LG카드 사태와 관련하여, 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
후 LG그룹 계열회사가 LG카드에 유동성 지원을 못하게 되어
LG카드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음.
LG카드와 동종업체인 삼성·현대카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그룹의 주력기업이 계열카드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무사히 넘긴 반면, LG카드는
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LG전자 등 우량
계열사들의 유기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금융계열
사의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론
상기의 주장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LG카드 위기를 완화시켰다고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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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였음.2)
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 계열회사들의 지원을 통하여 LG카드
의 정상화를 도모할 경우 LG계열사들의 연쇄적인 부실 및 경쟁
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들 계열사들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임. 따라서 LG그룹의 지
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LG그룹 전체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등
방화벽(fire wall)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것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 계열사 지원이 불가해 채권은행
들의 손실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지적도 잘못이라고 주장함.
- 채권은행들의 경제적 손실은 LG카드의 부실로 이미 발생된
것이며, 계열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손실이 없어
지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임.
- 물론, 채권은행들이 LG카드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로 여신을
공여할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로 인해 LG카
드가 정상화되면 손실이 감소할 수도 있음), 이는 채권은행들
의 추가적인 사후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임.
4) LG계열사의 LG카드 채권매수 허용 및 각계 의견
LG카드 사태 해결과정에서 LG그룹 대주주와 계열사는 8,000억
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정책자료 2003년 12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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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규모의 LG카드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유
동성 지원이 필요할 경우 3,75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 19일,
“공정거래법상 비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지분
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행위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
나치게 유리한 가격(금리)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면) LG그룹
과 채권은행단이 합의한 LG카드 유동성 지원 방식에 현재로서
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하면서
LG계열사의 LG카드 채권매수를 허용하였음.3)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LG계열사의 LG카드 채권 취득 허용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파산한 기업의 지배권은 주주로부터 채권자
에게 이전되므로 LG카드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정상기업의
출자행위와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LG계열사의 LG카드 채
권 취득은 방화벽(fire wall)이 작동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
였음.4)
또한 김현종(2004)은 지주회사 관련 제도인 자회사간 출자금지
는 계열사 지원에 따른 연쇄도산을 피할 수 있는 방화벽이었으
나, LG카드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LG그룹 계열사로 하여
금 LG카드를 지원해 주도록 결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정부 스스
로 지주회사 체제의 방화벽 기능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고 주장
3) 한국경제신문 2003년 12월 22일자 참조.
4)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3년 12월 22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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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5)
검토의견

지주회사 체제만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은 아니지
만,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
음.
- 즉 지주회사 체제의 출자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관
계가 아닌 단순·수직 출자관계이므로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다만, 상기 LG카드 구조조정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주회
사 체제의 기능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재벌의 지배주주에게 법
적 한도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즉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일반주주는 물론 지배주주에게도 법정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
고, 대신에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그것
은 기타 관련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김현종(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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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집중을 가속시키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
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효과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기업문
화가 다른 기업간의 M&A 활성화, 외자유치를 통해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는 등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나, 우리 현실에
서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6)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금지해 왔음”

지주회사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주회사는 지배자본을 절
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본을 가진 지배주
주는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지배기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집
중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지주회사의 존재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거래선의 선택이나 거래조건의 설정
에 있어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이 제약되는 등 시장 메커
니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지주회사 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제력집
중 가속화와 관련하여 소액자본에 의한 대자본의 지배나 가공자
본 증식효과는 지주회사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
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999년1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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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음.
- 소액자본에 의한 대자본의 지배나 가공자본 증식 효과는 이에
대한 제3자의 정보가 불충분할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 지주회사 같이 단선적인 출자관계나 단일 수익부문을 가진
기업 시스템보다는, 현행 대기업집단 구조와 같이 다수 계열
회사 간의 복잡한 출자관계 하에 있는 형태가 출자관련 정보
를 은폐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임.
검토의견

상술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와 경제력집중과의 관련성에 대
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
집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도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의 촉
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경제력집중의 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제
한하였던 것임.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우리 기업도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역량을 육성하여 기
업구조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제력집중
의 추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밝히고 있음.7)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999년 1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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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 취지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로부터 투명성 확보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역기능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업집단
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설립 및 전환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필
요는 없다고 판단됨.

3. 지주회사 체제가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대안이 되는
가?
지주회사 체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에 유효한 조직형태임. 즉 소액자본에 의한 계
층적 지배가 가능한 조직형태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집단이 정부에 대하여 1986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상의‘지주회사 설립 금지’조항의 폐지를 강
력히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주회사처럼 적은 자본으로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본의 절약효과가 계열회사간의 순
환출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복잡한 출자관계 및
순환출자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결국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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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
를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
음.
이에 대하여 최인철(2006)은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자 간에
특이한 차이가 없으며,8)
- 다만,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자간의 유일한 차이는 수직형
출자와 순환형 출자관계의 차이인데, 이는 소유구조와 관련
된 각종 규제, 자본시장의 발전정도 그리고 사업전략, 구조
조정 등 경영전략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참고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나 이탈리아의 아그넬리 그룹
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반면에 순환출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M&A, 구조조정 및 전략적 제휴 등의 측면에서 순환출자
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실제로 스웨덴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중간지주회사의 설립이
나 지주회사의 상호출자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또한 최인철(2006)은 자본시장에서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문
제가 발생하므로 지주회사 체제가 순환출자보다 불리한 조직형
태라고 주장하고 있음.9)

8) 최인철(2006) 참조.
9) 최인철(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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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는 끊임없는 사업재편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창출
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자회사 기업가치의
단순 合에도 미치지 못하는‘지주회사 discount’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수직형 출자관계는 자본시장에서의 디스카운트
문제로 인하여 무한히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지배 효
율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순환출자보다 불리한 조직형태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호주보유가 비교적 너그럽게 용인되고 있는 일
본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이용한 자본절약과 지
배범위의 확대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반면에,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二重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지배영역이 크게 축소
된다는 것임.
검토의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허용은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
안이 될 수 있음. 즉 지주회사 체제의 출자관계는 소유지분구조
가 단순·투명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복잡한 출자관계 및 순환출자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임.
- 다만, 양자 모두가 적은 자본으로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경제
력집중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음.

24

즉 지주회사 체제는 최선의 기업조직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선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조직 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지
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신에 연결납세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지주회사가 기업투자 확대에 부적합한 체제인가?
일반적으로 자회사들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
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주가와 비교할 경우 주가는 주당 순자
산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0)
- 홍콩의 대표적 지주회사인 Swire-Pacific은 주당 순자산가
치가 58달러인데 반하여 주가는 33.9달러(2002년 9월 16일
종가)로서 약 42%가 디스카운트되어 있으며, 국내 지주회사
(자산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주가도 주당 순자산가치에 비
하여 평균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1)

10) 감덕식(2002) 참조.
11) 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면 지주회
사의 순자산가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주식수로 나누면 지주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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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지주회사의 투자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지주회사는 기업
집단의 본사로서 기업집단 차원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
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며,12)
-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가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임.
검토의견

지주회사 체제 그 자체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대신에 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대변되는 경영환경의 변화가 기업집단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즉 글로벌시대에서의 경쟁 압력은 현재와 같은 비관련다각화
를 통한 투자 및 사업확장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절
한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것임.
이처럼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자 확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는 단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지주회사 체제를 투자
및 경영권 확장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
영효율 제고에 적합한 체제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지주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첫째, 지주회사는 대부분의
수입을 자회사 주식의 배당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내부유
보를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낮은 현금흐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투자
자들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통해 우량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우량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선호하기 때문에지주회사의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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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

1. 미 국
미국의 지주회사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일반지주
회사이며, 둘째는 공익사업지주회사, 셋째는 은행지주회사임.

(1) 일반지주회사
미국에서는 사업부 단위의 M&A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업지주회사 체제이며, 순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
사가 대부분임.13)
미국에서는 1879년에 소위‘수탁자 트러스트(trustee)’가 등장
하였는데, 이는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각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자신의 지분이 표시된 신탁증서( t r u s t
certificate)를 수탁자와 교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이로써 자
본과 지배가 분리되어 수탁자는 구성기업 전체의 법적 지배권을
갖게 되었음.14)
그러나 대규모 독점자본 형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비
13) 미국의 GM, GE, IBM 등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업지주회사임.
14) 이동원(2008) p.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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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반독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미국은 기업결합과 Trust
체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890년에 Antitrust法인 Sherman
Act를 제정하여 Trust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음.15)
- 1882년에 설립되어 Trust의 효시라 할 수 있는 Standard
Oil Trust가 1892년에 해체되었음.
Antitrust법의 제정과 1888년 New Jersey州를 시작으로
Delaware, Massachusetts, New York州 등에서 州회사법을 개
정하여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하게 되자, 다른 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명확하게 보장되는 지주회사 체제가 확산되기 시작하
였음.
- 州회사법 개정에 따라 American Tabacco Co.가 미국 최초
의 지주회사가 되었으며, Antitrust법에 따라 해체된
Standard Oil Trust도 지주회사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를 설립하여 34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체
제를 구축하였음.
한편 이와 같이 형성된 지주회사에 대하여 Sherman Act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미 연방정부는
15) Sherman Act는 미국 反트러스트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는‘州間 또
는 외국과의 거래나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contract), 트러스트나 다른 형태의 연합
(combination), 또는 공모(conspiracy)는 위법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11년 연방대법원은 제1조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unreasonable) 거래제한이라고 판
시하였으며, 따라서 제1조의 위법이 되려면 ⅰ)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면서, ⅱ) 州間 또
는 외국과의 거래에 영향을 주고, ⅲ) 둘 이상의 별개 주체들 간의 계약, 연합 또는 공모 등
의 공동행위(concerted action)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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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Oil 산하 34개 자회사가 석유부문의 거래 및 통상을
제한하고 산업의 독점화를 기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
으며,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1906년에 Standard Oil 등 일부 지
주회사 체제에 대하여 해체를 판결하였음.
다만, 상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주회사 체제 그 자체에 문제
가 있다는 판결이 아니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행위에 문제
가 있다는 판결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 판결은 지주회사 체제 해체를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
이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의 손실보
다 크다는‘합리성의 원칙’
에 근거한 판결이었음.
Sherman Act 제정 이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1914년에 Clayton법이 제정되었는데, Clayton
법에도 지주회사의 형태에 착안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반면에 동법 제7조는 상거래의‘어떤 분야에서(any line of
commerce)’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발생시
키는 경향을 가지게 될(may be substantially to lesson
competition or to trend to create a monopoly)’주식,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주회
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될 수 있음.
이처럼 지주회사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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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전환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
- 대신에 미국에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2) 공익사업(public utility)지주회사16)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인데, 1930년경 미국
전력산업의 약 3/4 그리고 가스산업의 약 45%가 대규모 지주회
사집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1935년에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주회사의 활동
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법인 공익사업지주회사법 ( P u b l i 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을제정하였음.
- 동법의 주용 내용으로는 공익사업회사와 공익사업지주회사
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산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하고 있음.

(3) 은행지주회사
미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바, 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50%
16) 이동원(2008) 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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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고 비금융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요약

한 마디로 미국의 경쟁정책은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거래제한 및 독점과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
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주
회사 체제에 대하여도 사전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2. 유 럽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경우도 미국의 Antitrust法과 유사
한 법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1) 독 일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개별 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일 기업집단 체제에 귀속시킨 조직 형태인 Konzern
을 형성하였는데, 이때 지주회사는 Konzern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증가하
였음.
한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자본의 카르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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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zern이 성행하여 독과점 폐해가 급증하자, 1957년에 경쟁제
한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였음.
- 다만 이때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신설하지 않
았음.
독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순수지주회사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바, Tyssen AG, Siemanschuckerwerke AG, Daimler 등 세계
적 기업들이 순수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업지주회사의 경우도 핵심 주력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핵심 주력회사 산하에 순수지주회사를 설립
하고 핵심 주력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적은 다양한 사업분야
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에는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부
여하고 있음.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지주회사를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통제권을 유지
시키고 동시에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17)
- 이러한 배경에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중앙집권적 행태
17) SK경영경제연구소(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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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팽배해 있는 것과 관련이 높은데, 소유경영자의 경우 지주
회사 체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
석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사결정의 지연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프랑스의 대표적 순수지주회사로는 Financiere Agache 가 있으
며, 사업지주회사로는 Peugeot, Total, Michelin, Aerospatiale,
EMC, Five Lille 등이 있음.

3. 일 본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재벌들이 모·자회사간
위험분산 및 절세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음.
- 즉 주요 사업을 사업부가 아닌 자회사로 분리함으로써 위험
을 분산시키고자 했으며, 지주회사는 주로 합명·합자형태로
유지하면서 절세를 위하여 자회사는 주식회사화하였음.18)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정이 재벌해체를 추진함에 따라
1947년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
18) 20세기 초 일본의 조세체계는 합명·합자회사에는 법인세로 4～13%의 누진세가 적용되
었고주식회사에는 6.25%의 정률세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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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다만 1953년 법 개정으로 사업지주회사의 설립은 허용
하였음.
이후 일본 재계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수지주
회사의 설립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1997년 12월 기존의‘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을‘사업지배력
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로 개정하여 결국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음.19)
또한 일본정부는 2001년 3월 말에 각의에서 결정한‘규제개혁
추진 3개년 계획’
에서 현행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사업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 회계연도 중에 결론
을 내려 2002년도 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에는 상기 각의 결정을 토대로 하고‘독금법연구회’
의
건의를 공정취인위원회가 받아들여 독금법을 개정하기로 하였
음.20)
2002년에는‘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
립금지’조항을‘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
로 개정하였음.
- 이로 인해 사실상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어지고 모
19)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란 첫째, 총자산이 15조 엔을 초과하고 5개 이
상의 중요한 사업분야(매출액 6천억엔 이상)에서 대규모 사업회사(자산 3천억엔 이상)를
산하에 둔 지주회사, 둘째, 대규모 금융회사(총자산 15조엔 초과)와 대규모 일반사업회사
(자산 3천억엔 이상)를 산하에 둔 금융지주회사, 셋째, 상호 관련된 5개 이상 사업분야의
유력한 회사(점유율 10% 초과 또는 3위 이내)를 산하에둔 지주회사를 의미함.
20) 고동수 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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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회사(지주회사 및 일반회사)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로
성격이 변경됨.
일본의 2002년 법 개정은 지주회사와 非지주회사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지주
회사 체제를 규제할 경우 기업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
단으로 변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적시한 법 개정이라 판
단됨.
또한 2002년부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할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부여함.
요약：지주회사 관련 선진국 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
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별
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하여‘실질적
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을 운영
하고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를 법에서 정의·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
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임.
다만 일본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보고
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령에서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손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
일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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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현황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변천
상술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과거 우리의 경우 재벌의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지주회사가 단지 지배력 확
장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
여 1986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음.
- 참고로,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지
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기업의 자유였으나, 1986년 공정거
래법의 제1차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지주회
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하
였고 또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진 제도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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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에 대한 개혁 및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였으며,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가한 주식시장에서는 기
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 및 수익성 위주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사업의 분리매각 등
구조조정에 용이하고, 기존 구조조정본부의 법적 근거가 마
련될 수 있는 등 지주회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었음.
한편 OECD, IBRD 등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외자유치상의 장점,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촉진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
는 지주회사 체제의 허용을 권고하였음.
또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도 1997년 12월
에 세 가지 유형의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
를 허용한 상태였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여 지배력 확장에의 활용을 방지하면서도 기업이 지주회사 체
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
하여(제7차 개정) 1999년 4월부터 제한된 요건 하에서 지주회
사의 설립과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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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
환을 허용하였으나, 지주회사 설립을 완전 자유화한 것이 아니
라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고려하여‘제한된 요건’
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제한된 요건’
과 관련하여, 김현종(2004)은 공정거래위
원회가 지주회사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조정의
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목적보다는 소유구조의 투명성 향
상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석
하고 있음.
-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를 현행의 대기업집단 체
제보다 한 단계 진화된 기업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임.
이후 2004년 12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음.
- 자회사간 출자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50%,
상장：30%)
-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그리고 2007년 4월 및 8월의 개정에서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일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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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음.
-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요건 완화(100% 이내 → 200% 이내)
-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비상장：50% 이상 → 40% 이
상, 상장：30% 이상 → 20% 이상)
-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 증손회사 소유 제한적 허용(지분율 100%일 경우)

2. 지주회사 현황
(1)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현황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1999년 4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한 이후인 2000년에 (주)LG가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언
하였고 그 이후 농심, 동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 2007년 8월말
현재 지주회사 현황은 <표 Ⅳ-1>과 같음.
<표 Ⅳ-1>

일반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2007. 8월말 현재)
지주회사 수
(상장회사 수)

자회사 수
(상장회사 수)

손자회사 수
(상장회사 수)

합계
(상장회사 수)

36 (21)

233 (43)

81 (6)

350 (70)

금융지주회사

4 (4)

29 (2)

15 (0)

48 (6)

계

40 (25)

262 (45)

96 (6)

398 (76)

자료：2008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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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지주회사 변동 현황
단위：개

2007. 8. 1.～2008. 9. 30.

2007. 8. 1.
현재

전환

제외

소계

2008. 9.
30.현재

일반지주회사

36

24

5

19

55

금융지주회사

4

1

-

1

5

계

40

25

5

20

60

자료：공정위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한편 2008년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60개사
이며, 이 중에서 일반지주회사는 55개사, 금융지주회사는 5개
임.2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2004년 5월 현재 22개, 2005년 8
월 현재 25개, 2006년 8월 현재 31개, 2007년 8월 현재 40
개, 그리고 2008년 9월 현재 6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008년 9월 30일 현재 지주회사 현황은 <표 Ⅳ-2>와 같음.
2006년 9월～2007년 8월 동안에는 SK, 금호산업 등 13개사가
지주회사로 신규전환(9개사 순증)하였으며, 2007년 8월～
2008년 9월 동안에는 CJ(주), (주)LS 등 25개사가 지주회사로
신규전환(20개사 순증)하였음.22)
-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CJ그룹 소속
CJ(주), 대한전선그룹 소속 (주)티이씨앤코, LS그룹 소속
(주)LS 등 3개 회사임.
21) 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22) 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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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현황
단위：백만원, %, 개
설립전환

한국멀티플렉스투자

자산총액

지주 자 손자 증손
비율 회사 회사 회사

사유

(주)
CJ(주)*

’
07. 08. 17

291,954 97.3

1

0

0

주식취득/자산증감

’
07. 09. 04

2,159,414 84.8

15

27

1

합병/분할/분할합병

한국선무(주)

’
07. 12. 31

134,626 96.0

1

4

0

주식취득/자산증감

(주)인터파크

’
07. 12. 31

165,424 56.2

14

0

0

주식취득/자산증감

(주)동희엔지니어링

’
08. 01. 01

117,507 99.1

1

2

0

주식취득/자산증감

(주)중외홀딩스

’
08. 01. 01

142,004 62.3

5

2

0

주식취득/자산증감

(주)심명산업개발

’
08. 01. 01

105,331 81.0

12

2

0

주식취득/자산증감

(주)포휴먼

’
08. 01. 01

105,465 59.0

1

0

0

자산증가

(주)한림토건

’
08. 01. 01

101,939 88.1

2

1

0

현물출자

(주)웅진홀딩스

’
08. 01. 01

1,378,984 97.3

9

4

0

현물출자

(주)이지바이오시스템 ’
08. 01. 01

163,948 52.3

4

11

2

현물출자

(주)진양홀딩스

’
08. 01. 07

197,607 72.9

4

0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S&T홀딩스

’
08. 02. 05

186,751 83.4

5

2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반도홀딩스

’
08. 03. 03

197,571 79.4

1

0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에스비에스홀딩스 ’
08. 03. 04

193,963 67.4

5

3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티이씨앤코*

’
08. 05. 02

128,037 61.4

3

0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동성홀딩스

’
08. 05. 14

101,000 50.5

5

3

0

현물출자

(주)LS*

’
08. 07. 02

1,736,430 89.7

4

10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풍산홀딩스

’
08. 07. 03

368,751 69.1

5

3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풀무원

’
08. 07. 03

15,738 52.7

7

0

0

합병/분할/분할합병

하이트홀딩스(주)

’
08. 07. 03

1,080,065 87.0

4

7

0

합병/분할/분할합병

일진홀딩스(주)

’
08. 07. 04

183,843 61.5

6

2

0

합병/분할/분할합병

(주)티브로드수원방송 ’
08. 08. 01

242,076 67.9

5

4

4

합병/분할/분할합병

키스코홀딩스(주)

’
08. 09. 03

405,708 91.2

4

1

0

합병/분할/분할합병

KB금융지주(주)**

’
08. 09. 29 13,054,849 95.0

8

2

0

주식이전

자료：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자주：1) 별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의미
자주：2) 상기 25개 지주회사 중 별표(**)는 금융지주회사, 나머지는 일반지주회사
자주：3) 전환사유는 각 회사의 분류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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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지주회사 적용 제외 현황(2007. 8.～2008. 9.)
제외사유

적용제외 설립/전환
일
일
(주)넥슨홀딩스

제외요건

지주비율 자회사인 (주)엠플레이를 흡수
50%미만 합병함에 따라 지주비율 하락

’
07. 10. 4. ’
07. 1. 1.

(주)차산골프장지 ’
07. 12.
주회사
31.

’
06. 1. 1.

자산총액
‘07년 말 기준 자산총액 감소
1천억원미만

바이더웨이 씨브
’
08. 1. 3. ’
07. 1. 1.
이에서홀딩스(주)
(주)화성사

사유

’
08. 5. 7. ’
00. 4. 1.

해산

자회사인 (주)바이더웨이와 합
병하고 해산

지주비율 자회사인 (주)성담을 흡수합병
50%미만 함에 따라 지주비율 하락

(주)풀무원홀딩스와 (주)풀무원
(주)풀무원홀딩스
지주비율 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제외-단,
’
08. 7. 3. ’
03. 3. 11.
(구 풀무원)
50%미만 (주)풀무원이 신규로 지주회사
전환
자료：공정위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이상과 같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진 기업집단보다 지주회사 체제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23)
그러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증가한 것은 지주
회사 관련제도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
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23) 2008년판 공정거래백서 p.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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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일반지주회사 현황24), 25)
1) 일반 현황
2008년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55개사이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3개사임.
- (주)LG<LG>, SK(주)·SK이엔에스<SK>, (주)GS홀딩스
<GS>, 금호산업(주)<금호아시아나>, CJ(주)·(주)CJ홈쇼핑
<CJ>, (주)LS <LS>, (주)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
(주)HCN<현대백화점>, 삼성종합화학(주)<삼성>, (주)드림
파마<한화>, (주)티이씨앤코<대한전선>
55개 일반지주회사 중 순수지주회사는 23개사, 사업지주회사는
32개사임.
- 자회사 자금지원 등 자금조달, 공동마케팅을 위한 사무지원,
자회사 경영자문 업무 등은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
아 순수지주회사로 분류되었으며, 보유사옥 등 부동산 임대
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주회사로 분류됨.
-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제조업(7개), 도매·상품중개업(4개),
방송업(4개), 종합건설업(2개), 시스템관리업(2개) 등을 영
24) 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참조.
25) 본 연구에서 금융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금융지주회사
관련현황은 생략하기로 함.

Ⅳ.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현황 43

위하고 있음.
55개 일반지주회사 중 상장지주회사는 총 37개인데, 이 중에서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모두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9개이며,26) 1개 이상의 상장 자회사·손자
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28개임.
55개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은 평균 77.0%인데, 순수지주회사
의 지주비율은 높고 사업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은 낮은 편임.
2) 자회사 등 현황
지주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 중 지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회사의 비율은 67.1%임.2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전체 계열사 중 평
균 54.0%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위치해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의 경우는 70.5%임.
계열사의 100%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지주회사는 (주)대
교홀딩스, (주)인터파크, (주)이지바이오시스템 등 13개사임.28)
26)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9개 지주회사는 (주)온미디어, 동화홀딩스(주), (주)다함이텍,
(주)비에스이홀딩스, (주)CJ홈쇼핑, (주)포휴먼, (주)풀무원, 하이트홀딩스(주), (주)티이
씨엔코 임.
27) 이 수치는 55개 일반지주회사의 평균이 아니라, 53개 지주회사의 평균임. 지주회사 중에
서 (주)SK·SK이엔에스, (주)CJ·CJ홈쇼핑과 같이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주회사가 존
재하는(즉 중간지주회사) 경우는 단일의 지주회사 체제로 간주함.
28) 계열사 100%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13개 지주회사는 (주)한진중공업홀딩스, (주)한
림토건, 동화홀딩스(주), 한국멀티플렉스투자(주), (주)풍산홀딩스, (주)비에스이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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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계열사 포괄 현황
(2007년 말 기준)
단위：개, %

전체
계열사
(①)

지주회사
지주회사 체 비율
체제내 계열사
제 밖 계열사 (②/①)
(②)

집단

지주회사

한진
중공업

(주)한진중공업
홀딩스

5

5

0

100.0%

LG

(주)LG

32

30

2

93.8%

CJ

CJ(주),
(주)CJ홈쇼핑

65

57

8

87.7%

SK

SK(주),
SK이엔에스(주)

64

47

17

72.3%

금호
아시아나

금호산업(주)

34

23

11

67.6%

LS

(주)LS*

26

15

11

57.7%

현대
백화점

(주)에이치씨엔

24

11

13

45.8%

GS

(주)GS홀딩스

51

18

33

35.3%

한화

(주)드림파마

40

6

34

15.0%

대한전선

(주)티이씨앤코*

29

4

25

13.8%

삼성

삼성종합화학(주)

59

2

57

3.4%

자료：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자주：별표(*)는 2008년 중 설립 전환된 지주회사로 기준일이 설립 전환일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의 경우 계열사들이 지
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주)한진중공
업홀딩스(100%), (주)LG(93.8%), CJ(주)(87.7%) 등의 순임.
(주)포휴먼, (주)인터파크, (주)대교홀딩스, 한국컴퓨터지주(주), 에이오엔이십일(유),
(주)동원엔터프라이즈,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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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주회사의 재무현황
55개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8,192억원이며, 자산총
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지주회사는 9개임.29)
55개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자본총액 대비 부채액)은
45.5%로 나타남.
<표 Ⅳ-6>

부채비율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변동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54.4%

28.6%

24.7%

34.1%

45.5%*

자료：공정위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자주：1) % 수치는직전 사업연도말기준임.
자주：2) *는 자본잠식 상태인 티에이에스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를 제외한 수치임.

4) 일반지주회사 지분율 현황
<표 Ⅳ-7>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실제 지분율은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요건(상장사는 20%, 비
상장사는 40%)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74.1%임(상
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41.1%, 비상장 자회사에 대
한 지분율은 평균 82.5%임).
29) 자산이 1조원을 상회하는 9개 지주회사는 SK(주)(9.5조원), (주)LG(5.6조원), 금호산업
(주)(4.1조원), (주)GS홀딩스(3.6조원), CJ(주)(2.2조원), (주)LS(1.7조원), (주)태평양
(1.4조원), (주)웅진홀딩스(1.4조원), 하이트홀딩스(주)(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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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자회사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장

41.4%

39.9%

42.0%

40.5%

41.1%

비상장

76.9%

80.0%

78.6%

81.8%

82.5%

상장

38.7%

43.2%

41.6%

41.0%

43.8%

비상장

64.7%

77.9%

78.3%

78.9%

72.7%

자료：공정위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자.
자주：% 수치는 직전 사업연도말기준임.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72.7%임(상장 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43.8%,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
한 지분율은 평균 74.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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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과제

1.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 지주회사 자산의 기준
현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주회사의 기준으로 규정
하고 있는 자산관련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
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함.
외국 사례(일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에서 지주회사를 정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지주회사가 될 경우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지주회사 자산총액은 6,000억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기 규정의 문제점은 특정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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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제현황 및 기업규모를 고려할 경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주회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기준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김선구 외(2003)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번호
2003독점0723)에서 자산총액이 1,660억원인 씨앤앰커뮤니케
이션(주)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고발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185%를 상회하는 부채비율을 계속 시정하지 않자 공정위가 동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폐해가 큰 담합행위도 아니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도 무관
해 보이는 소규모 지주회사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매우 심한 조
치라고 평가하고 있음.30)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해 각종 제한을 두는 이유는 대규모기업집
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적용대상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집단으
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자산총액을 지주회사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지주
회사 자체의 자산총액 대신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
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0) 김선구(2003), p.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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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현황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기준과 관련하여 당해회사가 소유하고 있
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합계 금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 사례(일본)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를‘총
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
로정
의하고는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등에 대하여 규제하
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기 규정의 문제점은 지주회사의 자산기준과 마찬가지로 자회
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당
해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는 조
건이 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 첫째, M&A시 인수 대상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은 경우 인수
기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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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이 급등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
사로 전환하게 되는 것임.
- 셋째, 계열회사의 지분이 많은 기업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
계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는 것임.
이처럼 지주회사로의 강제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본연
의 경영활동과 관계없는 규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결국 편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H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지주회사로 강제전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자
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채를 차입하여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회피하였다고 함. H사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
환하게 되면 자회사 지분(12%)을 20%로 확대하고 자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12.7%)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임.31)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
다는 이유로 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의 여러 가지
조직형태 중의 하나이며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조직형태를
31) 대한상공회의소(2008) 미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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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또한 정부가 기업의 조직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
더드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
건을 충족하고 기업 스스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고자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지주회사 부채비율
현황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1호는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
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할 당
시에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였다가,
2007년 법 개정시 200%로 완화하였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에‘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고 있음.

5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법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
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이용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
을 방지하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함.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부채의 인위적 축소가 불가능해졌으며,
또한 은행의 대출심사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평
가가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부채비율 규제는 적절치 못함.
또한 지주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자회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지주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임.
- 즉 지주회사의 수익은 配當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률
이 통상 금리수준을 하회하므로 차입에 의하여 자회사 지분
을 인수할 경우 금융비용이 높아서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실
정임.
- 따라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규제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자회사의 이익을 부풀려 배당을 늘릴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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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회계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엄격
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2008년 7월에‘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규제
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현황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는 지주회사(혹
은 자회사)는 자회사(혹은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
상(주권상장법인·국외상장법인·공동출자법인·벤처지주회사
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2007년 동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주회사(자회사)
는 자회사(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주권상장
법인·협회등록법인·공동출자법인의 경우는 30%, 벤처지주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 사례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시 지분율 규제를 하고 있
지 않음. 즉 외국의 경우 법적 규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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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낮을 경우 당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 증권집단소송 등 소수주주권 보호 관련 법제가 발달된 선진
국의 경우 소수 지분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
기가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을 50～
100% 유지할 필요가 있음(일본은 100%, 미국은 80%, 독일
은 50%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규제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적은 지분율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지
배하거나 또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
여 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손자회사를
늘려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32)
그러나 일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비상장 자
회사 지분을 최소한 40%(상장은 20%) 이상씩 소유하여야 하
며, 만약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40%(상장은 20%) 미
32) 조성봉(2003), p.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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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함.
- 또한 지분 매입시에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가중되
고, 자회사를 처분할 경우에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가
격에 비하여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비
용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완화 내
지는 폐지하고, 대신에 소수주주 보호 및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시장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결납세제
도를 도입하여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율 규
제로 전환할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 유인을 줄 수 있을 것임.33)

(5)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현황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3호는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
닌 국내회사의 주식의 5%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회
33) 연결납세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p.63 이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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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에‘비계열회사 주식 5% 초
과 보유금지’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고 있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처럼 자회사 이외의 주식소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할 수 있어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다만, 상기 규정은 지주회사가 소액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지배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직접
40%(상장은 20%) 이상 갖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됨.
- 따라서 동 규정은 상술한‘자회사 지분율 규제’
와 같은 맥락
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경쟁법적 차원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에 대해서만 사후통제를 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7월에‘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규
제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적절하다

Ⅴ.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과제 57

고 판단됨.

(6)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
유금지
현황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
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제2호는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
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 동조 제4항은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
하고 있음. 다만 증손회사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국내계열회사를 통한 환상형
순환출자(지주회사 → 국내계열회사 →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
사 → 자회사 → 국내계열회사 →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사 → 자
회사 → 손자회사 → 국내계열회사 → 지주회사)의 가능성을 사
전에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한편 최근 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 M&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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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한 개의 회사가 단독으로 기업을 인수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개 이상의 회사가 기업인수에 참
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 상기 규정에 의할 경우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2개 이상
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취득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 대규모 기업의 인수가 어렵게 되
는 것임.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정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제1호)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제2호) 지주회사(자회사)가 소유하
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
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주회사(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보유하려면 최다
출자자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아야 한다는 것
이며, 따라서 지주회사 소속기업간(예를 들어 자회사들이) 공동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 상기 규정이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실
정임.34)
- 즉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자회사만 보
유가능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손
자회사만 보유가능하기 때문임.
34)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오유영 씨의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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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손자회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이들 자회사는 지분율 규정에 따라 각각
상장회사의 경우는 20%(비상장회사의 경우는 40%)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2개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규모기업을 인
수하고자 할 경우 피인수기업이 상장회사이면 최소 40% 지
분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80%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는 것임.
- 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면 경영권 안정 측
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
한 최소한의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
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자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본
을 투입한다는 주장임.
이와 관련된 사례로 K그룹의 D사 인수를 들어볼 수 있음.35)
- K그룹은 D사의 인수를 위하여 자회사인 A사와 T사가 D사
의 지분을 각각 20% 이상씩 취득하였으며 결국 그룹 전체로
는 4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였음.
- 피인수기업 D사는 지분 분산이 잘 이루어진 상장법인이므로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20～30%의 지분만 취득해도 충분하
였으나 지주회사(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로 인하여 40% 이상
35) 대한상공회의소(2008) 미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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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했으며, 현재는 불필요한 부담과 자금
압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임.
- 상기 사례의 경우, 만약 지분율 규제가 없었다면 피인수기업
D사의 지배에 필요한 지분 약 25% 정도만 인수하였을 것이
고, 나머지 지분 15% 확보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재무구조 개
선이나 신규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참
고로 상기 지분율 15%의 취득금액은 약 1조 300억원 정도
라는 것임.
따라서 상기 규정의 경우도 상술한‘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와 같은 맥락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는 기업의 여러 조직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단
순히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분율을
규제하거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시키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즉 상기 사례에서 다소 적은 지분으로도 피인수기업의 인수
는 가능토록 하는 대신에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주회사가 원활한 해외투자 또는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稅法’
에서 손자회사의 범위 및 지분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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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현황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가 불가능한데, 공정거래법 제8
조의2 제4항제4호는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즉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는 손자회사가 100% 출자한 경
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에‘손자회사가 지분 100%
를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
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손자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증손회사로 인정하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 여기서 공동출자법인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합작투자하
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하여 출자자간 지분
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요건을 완화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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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
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이 신규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현행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상기 규제는 기업인수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
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만약
인수대상기업(즉 손자회사)이 이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인수 후 이들 (인수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증손
회사가 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증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상기 예에서 기업인수 자체를
포기하거나 혹은 인수대상기업의 자회사는 포기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에서 손자회사가 공동출
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증손회사로 인정
하겠다는 개정안은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입법예고 개정안대로 증손회사 보유요건이 완화된다 하
더라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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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개정안은 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공동으
로 출자할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증손회사의 경우도 상술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분율 규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대신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시
장감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정부가 기업의 지분율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감시제
도를 통하여 사후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선진제도라 하겠음.
마찬가지로 증손회사 관련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율 규제로 전환할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 유인을 줄 수 있을 것임.

2. 기타 과제：연결납세제도의 도입
(1) 개 념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는 지주회사 그 자체를 포함하여 산하에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들 간의 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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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에 따른 조세
문제가 발생하며,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결납세제도
의 채택여부 및 이중과세문제 등이 발생하게 됨.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에는 이익을 남기는 회사
가 있는가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현
행 세제 하에서는 이윤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지 못하므로 지
주회사 그룹의 세금부담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위
해‘연결납세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주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은 배당이며 이는 자회사 이
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법인세를 중복
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이중과세’
의 문제가 발생함.
연결납세제도는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
제주체로 보아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1917), 영국(1967), 일본(2002) 등 21개
국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2년에 독점금지법 상의‘사업지배력이 과도
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금지’조항을‘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금지’로 개정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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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부여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
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소
득통산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베이스에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서, 소득통산형을 체택하고 있는 대
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임.
- 미국의 소득통산형은 기업집단 내 각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
고 각 법인 간의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손익은 기업
집단 이외의 법인에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여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을 계산함.
- 일본의 소득통산형은 미국과 유사한 제도로서 2002년 회계
연도부터 도입하였음.
한편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개별
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서,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과 독일을 들 수 있음.
- 영국의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 내의 이익회사가 동일 집단
내의 다른 결손회사의 결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사의
총이익과 상쇄하는 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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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소득통산형 및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를
소득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연결해야
통산형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 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
면에서 우수
·징세 및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
손익
대체형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손익만 대체하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기 때문에 제도가 간단명료
·징세 및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소요

자료：한국조세연구원(2003).

- 독일의 손익대체형은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회사의 순이익을 그대로 모기업에
이전하여 자회사의 손익을 원칙적으로 零(0)으로 만드는 제
도임.
참고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소득통산형
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36)

(2)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미국은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회사집단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구성법인 간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원칙은 다음과
36) 김진수·이준규(2002), p.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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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37)
- 첫째, 모자법인(parent-subsidiary corporate group)이어
야 하며, 따라서 동일한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
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자매법인 ( b r o t h e r - s i s t e r
corporate group)은 포함되지 않음.
- 둘째, 자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보유하여 할 뿐 아니라,
자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이하
80/80 지배요건).
·참고로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증권
은 80/80 지배요건에 포함되며, 전환우선주와 무의결권부
보통주의 경우도 80/80 지배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음.
- 셋째, 공통의 모회사는 80/80 지배요건을 충족하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법인
은 다른 구성법인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80% 이상 소유기준
을 충족하도록 소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
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에서 2010년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모회사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음.
37) 이준규(2003), 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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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한상의 등 재계에서는 연결납세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지주회사들이 연결납세제도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 즉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100% 채택시 120여개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이 지분율 80% 채택시에는
220여개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결대상 자회사 지분
율을 80%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 주요국의 경
우, 미국과 유사한 소득통합형인 일본은 100%, 프랑스·네덜란
드는 95% 이상, 포르투갈은 90% 이상, 영국·스페인은 75% 이
상, 독일·멕시코·이탈리아·오스트리아는 50% 이상의 지분율
을 요구하고 있음.38)
이처럼 선진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율이 다른 것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향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
로 예상됨.
그러나 지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
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소득과 세액을 산정
하고자 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둘
째, 소수주주 문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38) 대한상공회의소(2008) 미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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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우선은, 개정안대로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100%로
하고 이후 제도의 정착 정도 및 현실적 문제점을 보강하도록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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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논의 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
어야 할 사항은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조직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임.
-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였을 경우에 (즉, 현행 지주회
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경
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
는 한, 기업이 자신의 조직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던 시절에
는 우리나라에 아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
입되기 이전이었음.
-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선진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의 견제기능이 작동되
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최근 들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증가한 것은
지주회사 관련제도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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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
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한 측면도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
나 완화할 경우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
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며,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출총제 관련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기 때문
에 정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혹은 폐
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한 마디로 지주회사 체제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
에 정부는 단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
해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유하거나 강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이상을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인
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기업구조조정에
유용한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제반 요건을 완화 내지는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대신에,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
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를 통한 사후규제를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및 금
융시장 등에 의해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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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또한 연결납세제도를 체택하여(지분율 100% 확보요건) 지
주회사(자회사) 등이 스스로 지분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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