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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기업의 M&A는 1995년 531건에서 2006년에는 2,775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M&A 비중(2005년)을 건수 면에서 보면, 일본기업 간 M&A가 전체의
78.1%로 압도적으로 높고, 국제적(cross-border) M&A 비중은 21.3%에 그
치고 있다. 또한 적대적 M&A의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정부는 신회사법의 제정, 3각합병의 허용(2007. 5) 등 M&A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M&A 가이드
라인 제정 등 적대적 M&A 방어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기업도 M&A
를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적대적 M&A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해외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하
여, 우리나라도 적대적 M&A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우리나라의 일본시장 개척 방법 중 유력한 방안으로 일본 부품·소재기
업의 M&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을 성공적으로 M&A하기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일본기업 M&A 시에는 전문 중개
기관을 활용한 우호적 M&A가 요구되며, 현지화 중시 전략이 요망된다. 셋
째, M&A 전문인력 양성, 해외 M&A 관련 체계적 정보 제공, 주요 기업에
M&A 전담부서 신설·강화, M&A 전문 중개기관 육성 등 우리나라의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1. 머리말
세계적으로 대형 M&A 거래가 급
증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호

조로 인한 기업수익 증대, 주가상승과
기업투자의 확대, 세계화 등에 따른 기
업의 경영전략과 비용절감 노력에 기
인한다.
2007년 3월

55

최근 우리나라도 M&A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유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와 동조·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유용하
다는 점1)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정부도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M&A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등 M&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
업인 삼성전자나, 포항제철 등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M&A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M&A 활성화와 적대적 M&A에 대
한 방어책으로 신회사법 등의 법령이
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인프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M&A를
경영전략의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
으며, 적대적 M&A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
다. 일본의 M&A 관련 제도는 유사
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M&A 관

련 동향과 특징, 급증 원인, M&A
관련 제도 정비와 기업의 대응,
M&A 중개 기관의 사례 등을 고찰
한 후,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일본의 M&A 실태와 특징
(1) 일본의 M&A 급증 추세
일본기업의 M&A는 1980년대 후
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다.
M&A 건수는 1985년 260건, 1990년
754건, 1995년 531건, 2000년 1,635
건, 2005년 2,725건으로 급증하고 있
다. 특히 2005년 일본의 M&A 건수
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2,725건에
달하였다. 2006년에도 2,775건으로 증
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7년 1월
M＆A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동월비
4.2% 증가(7건 증가)하였다. 이런 추
세라면 2007년 일본의 M&A 건수는
3,000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겠다.
건수 면에서 일본의 M&A 비중을
보면, 일본기업 간(IN-IN) M&A 비
중이 가장 높으며, 국제(cross-border) M&A 비중은 낮다. 2005년의
경우 일본기업 간(IN-IN) M&A는

1) 오호일·박창현,「세계 인수합병의 확대요인과 시사점」
, 한국은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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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기업의 M&A 건수 추이

자료 : RECOF.
주 : M&A의 정의는 합병, 매수, 사업양도, 자본참가, 출자확대를 포함함.

전체의 78.1%로 압도적으로 높고,
IN-OUT2) M&A 비중이 14.7%, OUTIN M&A 6.6%, OUT-OUT M&A
0.6%의 순이다. 일본은 국제적(crossborder) M&A 중에서도 IN-OUT
M&A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OUT-IN M&A의 비중은 그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M&A 형태별 비중을 보면
2005년의 경우 2,725건 중에서 매수
가 40.6%(1,107건)로 가장 높고, 자
본 참 가 33.0%(900건 ) , 영 업 양 도
15.0%(408건), 합병은 3.3%(91건)의
순이다.
한편, 2005년 일본의 M&A 금액
(공표기준)을 보면 11조 6,000억 엔
(전년 12조 1,000억 엔)으로 전년보

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호조세
를 보이고 있다.

(2) 일본의 M&A 급증 원인
일본의 M&A는 1980년대 후반의
버블기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
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양 시기의
M&A 급증 원인을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1980년대 후반의 M&A 급증
의 원인은 첫째,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건수기준으로
1985년 100건 전후이던 것이 1990년
에는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마쓰시
타의 MCA 인수(7,800억 엔), 소니의
컬럼비아 픽처스 인수(6,400억 엔)

2) IN-IN은 일본기업 간의 M&A, IN-OUT는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A, OUT-IN은 외국기업
의 일본기업 M&A, OUT-OUT는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매수한 기업 관련 M&A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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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형 M&A가 있었다. 산업별로
는 섬유, 식품, 화학, 약품, 전기기계,
도소매업, 부동산 등의 M&A가 활발
하였다.
둘째, 당시 일본기업의 자금제약이
대폭 완화된 것이 M&A 활성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내부
자금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가
급등의 결과 자금조달이 용이(Equity
관련 채권 발행 등)해졌다. 또 社債발
행시장의 규제완화 결과 우량고객이
사채 투자를 늘리자 유휴자금이 풍부
해진 은행이 일본기업의 해외 M&A
를 위한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M&A 활성화의
원인으로 엔고의 영향을 지적하는 의
견도 많으나 그 밖의 엔고기에 M&A
가 활성화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엔고를 이 시기 M&A 활성
화의 요인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
의 M&A가 급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치를 의식한 기업경영
이 보급·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장
기불황에 따른 설비, 부채, 고용의 과
잉이 M&A를 통한 시너지 제고, 사
업 재구축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본격화된 제지, 요업, 철
강, 금융부문의 활발한 재편은 과잉설
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글로벌화 및 IT 등 정보화
진전 등에 의해 경제·산업구조의 변
화가 초래되었고, 유통부문(2001년부
터), 통신부문(2003년부터)의 M&A
붐은 규제완화 및 기술혁신 제고에
기인한다.
셋째, ‘신회사법’
의 성립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 기업조직 재편세제의
정비, ‘산업재생법’
의 개정, ‘민사재
생법제도’
, 지주회사의 해금과 주식교
환제도의 도입(1999년) 등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기인한다.
넷째, 부실채권 처리 진전과 기업·
은행이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해 재
편·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1999년
부터의 금융완화 정책도 M&A 희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대시켜
M&A를 촉진하였다.3)
다섯째, 일본의 M&A를 억제하던
메인뱅크제도가 후퇴하고, 주식의 상
호보유도 급속히 해체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일본 국내외 투자은행의
M&A시 장 참 여 가 활 발 해 지 고 ,
M&A 중개, 평가(valuation) 등에
관한 인프라가 정비된 것과 일본정책
투자은행, (주)정리회수기구, (주)산

3) 蟻川靖浩·宮島英昭,「M&Aの決定要因」
, REITI Discussion Paper Ser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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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생기구 등의 공적 활동이 활발해
진 점 등을 들 수 있다.4)

(3) 일본 M&A의 특징
1990년대 후반 이후 M&A 급증기
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일본의 M&A는 주로 동일
산업 간의 M&A인 수평적 M&A가
62.1%(인수측)로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60∼70%)와 비슷한 수준이다. 펄
프·제지(79.4%), 증권(73.9%) 등
제조업과 금융부문에서 수평적 M&A
비중이 높았다.
둘째, 1990년대 후반부터 신규투자
의 대체 수단으로서 전략적 M&A가
증가하였다. 니혼덴산(日本電産)이 자
사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형 기업 23개사를 M&A하여 급
속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달성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증
가하였다. 르노의 닛산(日産)자동차에
대한 자본 참가, 외국 금융기관에 의
한 일본기업·금융기관 매수가 대표
적인 사례이다.
넷째, 매수의 주체로서 투자 펀드가

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외자를 중심
으로 일본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설립
된 ‘재생펀드’
는 은행으로부터 불량
채권을 매입하고, 주식과 채권의 교환
을 통하여 과잉채무기업의 주식을 취
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기업재생’
에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기
업지배구조펀드도 M&A시장에 참여
하여, 무라카미펀드 등이 대량공개매
수(TOB)를 시도하였다. 이들 펀드들
은 사내에 과다한 자금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가 순자산 배율
(PBR:price on book-value ratio)이
1보다 낮은 기업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5)
다섯째, 우선 적대적 M&A의 비율
이 극히 낮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
지로 1990∼99년 사이의 적대적 인수
합병은 전무한 실정이다. 1999년 이후
에도 현 경영진이 외부자에게 경영권
을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점 에 서 일 본 의 M&A는 우 호 적
M&A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6)
여섯째, 일본기업의 경우 매수 기
업이 피매수 기업의 주주와 직접 교
섭하는 비율이 미·영·불·독·일 5
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1990
년대 후반 일본의 M&A가 그룹 재

4) 內閣部經濟社 總合硏究所,「M&A硏究 報告」
, 2006. 10.
5) 宮島英昭, 「急 するM&Aをいかに理解するか:その 史的な展開と
的な役割」, REITI
Discussion Paper Series 06-J-044, 2006. 6.
6) Rossi and Volpin,“Cross-country Determinants of Mergers and Aquisition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4, 宮島英昭(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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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일환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한
데 기인한다. 또 피매수 기업에 발생
하는 프리미엄(제시가격과 공표 4주
전의 시장가격의 차이)도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구·미기업 4개국은 25∼
35%인 데 비해 일본은 10%에 불과
하다.7)

3. 일본의 M&A 관련 제도
정비와 기업의 대응
(1) 신회사법 제정으로 M&A 조항
대폭 보강
일본은 전통적으로 주식의 상호보
유(현재는 많이 완화) 등으로 인해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
며, M&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
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이후의 장기 불황기에 기업
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M&A에 대
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며8), 신회사
법의 제정(2005년 5월 제정, 2006년
5월 시행) 등을 통해 M&A 관련 조
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신회사법의 특징으로는 ① 起業의 용
이화, 비공개 기업의 규제 완화, ② 경
영통합의 용이화, ③ 기업매수 방어책

(poison pill)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신회사법은 조직 재편, 기업의 M&A
활동, 주식·신주예약권, 社債제도 등
에 대한 회사경영의 신속성·유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신회사
법 시행으로 이사를 보통결의로 해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
제가 의무화되어 대표소송을 당할 위
험도 높아지는 등 경영자의 설명책임
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경영통합의
용이화 차원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
게 주식 외에 현금(Cashout merger)
이나 기타 재산 교부를 가능하게 하
는 등 합병대가의 유연화가 허용되었
다. 또 강제 공개매수제도의 경우 일
본은 대규모 TOB시의‘제한적 공개
매수제도’
를 허용하고 있다. EU의 경
우 ‘의무 공개매수제도’
를 채택하고
있으나 M&A에 대한 제약이 커 일
본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2) 3각합병도 허용
구·미에서는 대형 기업매수의 경
우에는 주식교환이 많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경우 일본기업 상호 간의 주
식교환을 통한 기업매수 사례는 있으

7) Jacson and Miyajawa, Mergers and Aquisitions : Comparing Japan with Europe and USA,
mimeo, 2006.
8) 일본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기업의 재생·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상법, 민사재생
법, 산업재생법 등의 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M&A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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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3각합병 시스템

주 : ① 일본법인(자회사) A、
사를 설립.
② A、
사와 B사 사이의 주식교환계약을 맺고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특별승인결의(기발행주식 수
의 과반수가 되는 주주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를 얻음.
③ B사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외국 모기업 A사주와 교환함으로써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
득하여 ④ 합병 자회사 설립 가능(현재 일본기업인 A、
사 주식과 B사 주식의 교환은 가능하
나, 외국 모회사인 A사 주식과 일본기업 B사 주식의 교환은 인정되지 않음).

나 외자가 일본기업에 주식을 대가로
공개매수를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의 매수시에 대
가로서 자기 주식을 교부한 사례도
거의 없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외
국기업 모기업이 일본 국내에 설립한
100% 자회사를 통하여 일본기업을
M&A(흡수 합병)할 수 있는‘3각합
병’
도 허용된다.
3각합병은 합병시의 대가지불 유
연화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행 일
본의 상법은 기업합병의 경우, 소멸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그 경
우 매수측은 구 주주의 존재로 인해
100% 자사주의 합병은 불가능하게
된다. 3각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매
수측 모기업의 주식을 교부하고 합병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외국기업
(모기업, A사)이 일본기업(B사)을
합병하려고 할 때, 일본에 설립한 자
회사(A、)의 주식이 아니라 모기업
(A사)의 주식을 사용하여 합병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이 일본
에서 100% 합병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에 별도의 주
식교환을 하여야 하나 3각합병 허용
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따라서 신회사법의‘3각합병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의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M&A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합리적
M&A 방어책 및 지침 정비
이러한 M&A 활성화 대책과 병행
하여 일본정부는 적대적 M&A 규제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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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M&A에 대한 대응책(방어책) 마
련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정부는
M&A 방어책과 관련하여 2006년 5
월의 신회사법 시행, 금융상품거래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개정(2006.
6), 상장기업의 매수방어책 도입에 관
련된 증권거래소 규칙 정비, 적대적
TOB 방어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
성은 2005년 5월의「기업가치보고서」
및 동년 11월의「논점정리」등을 반
영하여 M&A 방어책을 담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 2006」
을 공표(2006.

<표 1>
매수방어책
3원칙

3. 31)하였다.
일본정부는 신회사법 등에서 규정
한 M&A 방어수단을 남용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M&A 방어지침을 마련하였다. 즉,
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2005년
5월「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
보·향상을 위한 매수방어책에 대한
지침」
이라는 M&A 가이드라인을 발
표하였다.
매수 방어책의 3원칙은 ① 기업가
치ㆍ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ㆍ향상의
원칙, ② 사전 공개ㆍ주주 의사의 원

경제산업성·법무성의 M&A 방어책의 구체적인 예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도입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도입
(총회승인형 신주예약권·거부권부 주식) (차별적 행사조건부 주주할당형 신주예약권)
적법성 요건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사전 공개·
주주의사
3원칙에 합치되고 적
법성이 높아야 함

필요성·합리성
(상당성)

합리성 요건

적법성 요건

합리성 요건

소각조항

·기업가치·주주 이익
확보·향상을 목적으
로 활용

좌동

선셋조항

·방어책의 목적 등을
공개
·주주가 소거할 수
있는 조항

좌동

·비차별성 확보
·재산권 보호
소각할 수 없는 황금 ·비차별성 확보
·객관적인 방어책
주 등의 경우 공개 회 ·재산권 보호
폐지요건 설정
사는 채택에 신중을 ·이사회에 의한 남용
·독립 社外者(사외
방지
기해야 함
이사 등)의 판단
중시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기업가치ㆍ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을 위한 매수방어책에 대
한 지침」
, 2005. 5.
주 : 소각조항과 선셋조항은 신주예약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각이나 일몰 시한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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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
적 의사에 의거), ③ 필요성ㆍ합리성
(상당성)의 원칙(경영자의 남용 배제
목적)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주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는 사전 공개ㆍ
주주 의사의 원칙이 중요하다.
동 지침에는 주주의 합리적 의사에
의거한 매수 방어책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는 방어책(정관 기
재형 신주예약권9)과 거부권부 주식)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도입되는 방어
책(신주예약권을 활용한 라이트 플랜)
의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4) 일본기업은 구체적 매수방어책
적극 도입
일본기업도 구체적인 매수방어책을
도입하고 있다. 매수방어책의 대표적
인 것으로는 “사전경고형 라이트 플
랜(right plan 혹은 poison pill)”방
식10)이 있다. 이는 일정 이상의 주식
을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을 설정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규
칙을 제시하고 이에 반하여 매수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발행
등 대항조치를 취하여 저지하는 것이

다. 규칙을 준수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매수자가 TOB를 개시하고
성패 여부는 시장에 맡긴다. 단,
M&A 대상 기업이 매수자를 부적격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항 조치
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
다.11)
마쓰시타전기의 경우, 2005년 4월
에 이사회에서 기업매수 방어책으로
‘사전경고형’ 독약조항인 “ESV 플
랜”
을 도입하였다. ‘사전경고형’
이란
매수자가 출현하기 전에(평상시에)
신주예약권의 행사조건 등 방어책을
결정하고 유사시에 발행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주주총회의 승인은 얻지
않고 선임결의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
됨)이다.
한편, 세이노(西濃) 홀딩스의 경우
2005년 5월 이사회에서“신탁형 라이
트 플랜”
의 발행을 결의하여, 동년 6
월 주주총회에서 신주예약권의 발행
을 승인받았다. 신탁형이란 매수자가
출현하기 전에(평상시에) 차별행사
조건부(매수자 이외의 주주가 아주
싼 가격으로 행사 가능) 신주예약권
을 발행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신탁
은행에 맡겨두는 제도이다.12)

9) 신주예약권은 일종의 독약조항으로서 적대적 M&A 공격시에 차별적 주식발행을 통해 이를 억
제하는 제도임.
10) 2006년 7월 말 현재 일본의 M&A 방어책으로 사전경고형은 143건, 신탁방식은 10건으로 사
전경고형이 압도적임.
11) 藤島裕三,「コ-ポレ-トガバナンスと買收防衛策」
, 大和 券, 2006. 6. 9.
12) 藤島裕三,「コ-ポレ-トガバナンスとM&A」
, 大和 券, 200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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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기업의 매수방어책 도입 사례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

방어책 종류

평상시 조치

세이노홀딩스

- 사전경고형 라이트 플랜(ESV 플랜)

- 신탁형 라이트 플랜

- 대규모 매입 룰 설정

- 신탁은행에 신주예약권 무상발행

·20% 이상 매수행위가 대상

- 객관적인 해제조건을 설정

·대규모 매입 정보를 요구
·이사회의 평가기간을 설정
① 의향표명서 제출 요구

① 사전에 매수제안 요구

(대규모 매입 룰을 따르는 취지)

② 매수제안 검토

② 대량 매입정보 리스트를 교부

③ 매수자와 협의·협상

·매입자(그룹) 개요

④ 플랜 발동의 필요성 판단

·매입행위의 목적과 내용
유사시 대응

·대가 산정 근거
·매입자금 증빙
·완료 후 경영방침, 사업계획
③ 이사회 평가기간에 검토
·현금으로 모든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60일
·기타 공개매입의 경우 90일

방어책 내용

- 주식분할(최대 1:5)

- 신주예약권 교부

- 신주예약권 무상발행

·신탁은행에서 모든 주주에게 교부

·1주당 1개, 발행가격 1엔

·단, 매수자는 행사할 수 없음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 필요
·행사기간 등 이사회가 결정
발동 조건
발동
판정기관
자료 :

- 매수자가‘대규모 매입 룰’
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매수가 발생한 경우

- 이사회

- 특별위원회

·이사 19명(그중 사외이사 2명)

·독립성이 높은 사외이사 2명

·감사 4명(그중 사외감사 2명)

·상법학자 1명

杉敬明, 藤島裕三,「コ-ポレ-トガバナンスとM&A」
, DIR

4. 일본의 M&A 전문 중개기관의
사례
일본의 M&A 활성화에는 M&A
전문 중개기관들의 기여가 컸으며,
M&A 증대에 따라 이들 전문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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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M&A 전문 중개기관들은 보
통 지역 상공회의소나 지방은행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M&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M&A 전문 중개기관

일본의 M&A 관련 대책과 시사점

으로는 RECOF(일본 최대 업체), 일
본M&A센터(중소 중견기업의 사업
승계형 M&A에 강점), Value Creation(벤처기업 중심), CGA(대기업
프 로 젝 트 중 심 ), AER Corporation(성장기업 중심) 등이 있다.

(1) (주)RECOF의 사례
동사는 M&A에 관한 종합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1987년 설립(www.
recof.co.jp)된 종업원 120명의 민간
회사이다. 동사의 주요 업무는 M&A
전략 제안ㆍ컨설팅, M&A 중개 업
무, M&A 전문 월간지(MARR) 발
행, 인터넷을 활용한 회원제 M&A정
보 사이트(www.marnet.recof.co.jp)
운영 등이다.
특 히 일 본 RECOF의 MARR

<그림 3>

NET 시스템은 M&A 정보시스템 및
관련 회사 설립에 참고가 되는바,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RR
NET 회원은‘MARR NET의 구성
원과 협력하여 M&A를 추진할 수
있으며 M&A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법인’
이 대상이다. 회원의 범위
는 ① 금융기관(보험, 증권, 비은행계
금융기관), ②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단체, 사업체), ③ 공개기업, ④
전술한 기관(기업)의 자회사ㆍ관련회
사, 감사법인(관련회사 포함), 변호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등이다.
MARR NET은 M&A 안건 정보
의 게재·감시사이트·M&A 네비게
이터 사이트를 운영(M&A 시장기능)
하고 있다. MARR e - NETWORK는
지역별 담당자가 초기적 니즈 수집부

일본 RECOF의 MARR NET 시스템

자료 : RECOF 홈페이지, www.marnet.recof.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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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계약체결까지 회원의 M&A 업무
를 지원하고 있다. 회원의 M&A 업
무 경쟁지원을 목적으로 한 M&A
데이터, M&A 시장정보, M&A 노
하우 등 M&A 지원 콘텐츠를 리얼
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일본 M&A센터
일본 전국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공동 출자하여 1991년에 설립한 독립
계 회사로, 종업원 50명, 자본금 10억
엔 규모로 400건 이상의 계약 성사 실
적을 보유(http://www.nihon-ma.
co.jp)하고 있다. 동사는 일본내 200여
개의 지역 M&A센터, 지방은행ㆍ신용
금고 등 200개 점포, 동경, 오사카, 나
고야 등 일본 전역의 상공회의소 등과
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중소ㆍ
중견기업 전문 M&A 중개기관이다.

4. 시사점
우리는 앞에서 일본의 M&A시장
동향과 규범, 제도, M&A 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
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법령 등 제도
정비, 일본기업 M&A시 고려 사항,
M&A 관련 인프라 구축 확충 등의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강화 필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외국지분 비
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
외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경련을 중심으로 적대적 M&A에 대
한 정부의 대응책 강화 요구도 증대
하고 있다.13)
일본의 경우 정부가 M&A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정비에 노력함과 동
시에 적대적인 M&A에 대해서는 정
부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신
회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적대적
M&A 방어책인“사전경고형 라이트
플랜(right plan 혹은 poison pill)"
도입, 조건부 신주예약권제도, 거부권
부 주식(황금주) 등의 우리나라의 도
입 타당성이나 시기, 도입시 발생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상충문제 해소
방향 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한
심층 검토와 함께 각계의 의견 수렴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

13) 김주태, 「해외투기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방안」
, 전경련, 2006. 3.
6, 윤창현,「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
, 전경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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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국의 M&A 방어제도 비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

×

·주식 대량보유 신고
·의무공개매수

×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
- 대상 범위

△
국익

국가안보

국가안보
개별법
공공질서 통신, 전기
×

·의결권 추가부여(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독약조항(Poison Pill)

공공질서
보건, 안보

×

·거부권부 주식(황금주)

×
×

×

자료 : 김주태,「해외투기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방안」
, 전경련, 2006. 3. 6.
주 : *일본의 경우 차등의결권제도로서‘단원주제도(주식 1묶음을 의결권 1주로서 간주)’
를 도입
하고 있음.

마련에 나서고 있으므로, 향후 이 문
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
로 기업단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일본기업 M&A 적극 추진 필요
일본의 M&A 시장 활성화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일본시장 진출 방
안으로 일본기업을 M&A14)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도
기술 보유 부품·소재 관련 일본 중
소·중견기업의 M&A는 우리 경쟁
력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도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후계자난
을 겪고 있는 부품ㆍ소재 기업 특히
히가시 오사카나 오타구 소재 기업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
비 붐 세대, 1947∼49년 출생)의 퇴
역에 대비하여 이들을 활용한 對日
M&A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對日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코아 컴피턴스를 보유한 일
본기업을 M&A하는 것이 우리기업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
적 수단이란 점을 CEO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14) 2004년 현재 우리기업의 對日 M&A 건수는 제조업 17건, 비제조업 7건, 기타 4건으로 극히 제
한되어 있으며, 對日 M&A(2004년)는 골프장 인수 등 레저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보다 구체적
인 자료는 구본관,「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6. 5.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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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의 경우 문화적·제도적
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저항감이
높다는 점에서, 매수 상대방과의 협의
를 통한 우호적인 M&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기업을
M&A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 전문
M&A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며, M&A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화
중시전략이 필요하다.

(3) M&A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M&A 붐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므로 M&A에 대
한 국내의 연구 강화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M&A를 대행하는 중개 기관
의 경험 및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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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국제M&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기업 M&A 확대를 위
하여 기업으로서는 M&A 전담부서
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M&A 등 우리기
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정보 제공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
트워크화를 통한 정보 공유·확충이
요구된다. M&A는 극비에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의
M&A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따
라서 우리기업이 해외 기업 M&A시
참고할 수 있는 진출 예상국의 자료를
확충하고 해당국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DB화하여 우리 기업들에 회
원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M&A 중개기관이 활
성화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도 향후
M&A 전문 중개기업의 출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