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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업금융과 법률*

1)

金 和 鎭
**

요 약

  이 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기업 융의 효율과 자

본시장의 발달, 나아가 경제의 발 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 법률이 우리나라 기업의 융과 자본시장의 발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련된 각 제도에 한 서베이의 형식으로 조명해 보고 서구

의 련 연구문헌들을 소개한다. 특히, 기업 융과 기업지배구조의 계에 해 

개 으로, 그리고 각 세부 주제별로 논의한다. 이 은 기업 융에 한 제도

를 우리나라의 실정법 내용  상법개정안, 미국과 독일의 행법과 함께 경제

학  시각에서 반 으로 살펴보며, 회사법을 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 상으로는 미의 제도에 고도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다, 자본시장과 융투

자업에 한법률이 상징하는 자본시장 제도의 업그 이드와 투자은행 육성 노력

이 그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 강조될 것이다.

  이 은 한  자본시장에서 기업 융의 총아로 성장해 오던 투자은행의 

역할을 경제학 , 법학  시각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은 기업 융과 기업의 

리스크 리에 해서도 상세히 논의한다. 리스크 리와 내부통제는 향후 기업

융과 법률에 한 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은 독일의 사례

를 들어 기업 융 일반과 투자은행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험을 리하기 한 

내부통제제도를 자율규제 는 상법의 개정을 통해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업 융, 자본시장, 내부통제, 리스크 리, 상법개정안, M&A, 기업지

배구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이 글에 귀중한 코멘트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과 정성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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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사법제도를 포함하여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한 나라의 법률  환경

이 기업 융의 효율과 자본시장의 발달, 나아가 그 나라 경제의 발 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세계 인 각 을 받고 그에 한 논의가 진

행된 것이 이제 10년이 되어 간다.1) 그 동안 세계 각국의 학계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엄청난 규모로 축 되었다.2) 입법기 들과 정부도 그에 향을 지 않

게 받아, 그 동안 진행된 세계 각국의 제도 개선 작업은3) 최소한 최근까지는 가

장 효율 인 기업 융과 자본시장으로 특징지어진 미의 법제와 사법  경험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는 아마도 독

일과 함께4) 미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온 표 인 나라가 아닐까 한다. 

이 은 법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융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 에 큰 

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재의 에서 련된 각 제도에 한 서베이의 형식으

로 조명해 보고 서구의 련 연구문헌들을 소개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기업의 

융과 자본시장에 한 우리 회사법의 제반 장치를 경제 인 시각에서 포

으로 살펴보고 미 제도의 특성이 수입되어 온 과정과 최근의 상법개정안에 주

1) Rafael La Porta et al.,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58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2000); Rafael La Porta et al.,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52 Journal of Finance 1131 (1997). 연구 방법론은 주로 통계학이다. Mathias 
Siems, “Statistische Rechtsvergleichung”, 72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354 (2008) 참조.

2) Stephen J. Choi, “Law and Finance Lessons?”, 22 Journal of Money & Finance 29 
(2008) 참조. 

3) 개관으로, Thomas Clarke,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A Comparative Appro-
ach (Routledge, 2007); Luca Enriques & Paolo Volpin,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21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7 (2007) 참조. 또, 
Mathias M. Siems, “Shareholder Protection Around the World (Leximetric II)”, 33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111 (2008); Mathias M. Siems, Die Konvergenz 
der Rechtssysteme im Recht der Aktionäre (Mohr Siebeck, 2005) 참조.

4) Jan von Hein, Die Rezeption US-amerikanischen Gesellschaftsrechts in Deutschland 
(Mohr Siebeck, 2008); Andrea Lohse, Unternehmerisches Ermessen (Mohr Siebeck, 
2005) 참조. 독일에서는 학술적인 연구방법론도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이 대거 수입되어 
있다. Thomas M. J. Möllers, “Effizienz als Massstab des Kapitalmarktrechts”, 208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1 (2008) 참조. 한편, 미국에서는 행동경제학도 법학
연구방법론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Stephen J. Choi & A. C. Pritchard,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SEC”, 56 Stanford Law Review 1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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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경 권에 한 제도도 이 의 목 상 요한 연

구 상이지만 필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상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5) 이 에서는 

직 인 논의의 상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에서 다루지 않은 

기업 융과 기업지배구조의 계, 기업 융이 기업의 구조변경에 미치는 향 등

은 이  체에 걸쳐 모든 세부 인 주제에서 새로 언 될 것이다. 

먼 , 기업 융과 기업지배구조의 계에 해 개 으로 언 한다(II). 각각의 

기업 융 수단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해당 주제에서 다시 언

한다. 다음으로, 기업 융의 수단별로 련되는 법률의 내용을 정책 인 시각에

서 순서 로 정리한다(III). 여기서는 각 제도와 실무의 경제학  배경을 같이 생각

해 볼 것이다. 이어서, 국내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융의 메커니즘과 법률의 역

할에 해 정리한다(IV). 여기까지가 기업 융과 법률에 한 개 에 해당한다. 기

업 융과 자본시장의 역사도 필요한 곳에서 언 될 것이다.6) 그런 다음, 이 은 

기업 융의 복합 인 응용사례를 표하는 기업인수합병(M&A) 융을 소개하고 

련되는 여러 법률  쟁 들을 분석한다(V). 그 뒤를 이어  자본시장에서 기

업 융의 총아로 성장해 오다가 최근 그 존재 이유를 의심 받기까지 이른 투자은

행의 역할을 논의한다(VI). 투자은행에 한 경제학  설명은 많았으나 이제 법률

인 시각에서의 이론 정립이 시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은 기업 융과 기

업의 리스크 리에 해 다소 상세히 논의한다(VII). 리스크 리와 내부통제를 

기업 융과 법률에 한 반 인 문제들을 다루는 이 에 비  있게 포함시킨 

것은 향후 기업 융 실무와 기업 융 연구 방향에 한 필자의 주 이 반 된 것

5) 필자의 기업지배구조와 법률에 관한 최근의 서베이는,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
제할 것인가?”,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159; Bernard Black, Brian 
Cheffins, Martin Gelter, Hwa-Jin Kim, Richard Nolan, Mathias Siems and Linia Prava 
Law Firm, “Leg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Company Officials Part 1: Substantive 
Grounds for Liability”, 2007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614; Bernard Black, 
Brian Cheffins, Martin Gelter, Hwa-Jin Kim, Richard Nolan, Mathias Siems and Linia 
Prava Law Firm, “Leg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Company Officials Part 2: Court 
Procedures,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a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2008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1 참조. 필자의 기업 경영권과 M&A 시장에 관
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Hwa-Jin Kim, “A 
Tale of Three Companies: The Emerging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n Korea”, in: 
Transforming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71 (Hideki Kanda et al. eds., Rout-
ledge, 2008) 참조. 

6) 기업금융의 역사를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 있다. Jonathan Barron Baskin & Paul J. 
Miranti, Jr., A History of Corporate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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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해당되는 곳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독일은 이를 주식법에 포함시켰다. 최

종 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한 제도와 같이 기업의 융에 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실무가 같은 동인에 의해 미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이 의 각주에서는 이 이 다루는 크고 작은 주제에 한 미국과 독일의 비교  

최근의 연구 문헌들을 가  상세히 조사하여 소개하려고 시도하 다.

II.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

1. 회사법

거시 으로 악한 법제도, 법체계가 기업 융과 자본시장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 으로 정착된 이론인 듯하다. 이에 한 반론,7) 특히, 법제도나 법체

계보다는 자본시장에 한 자율규제가 기업 융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발표되고 있으나8) 기업 융과 법률의 상 계에 해서

는 그 강도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큰 이론이 없다.9)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사법제도와 나아가 법학교육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10) 학술

인 논의는 보통법계와 륙법계 사이의 차이와 그로부터 래되는 융, 자본

시장의 효율성 차이에 집 되고 있다. 융과 법률의 상 계가 법체계의 차이

라는 에서 입증되었으므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

기서 역사 ,11) 정치 인12) 분석이 필요해진다.

7) 가장 최근의 주요 반론, 이론으로, Mark J. Roe, “Legal Origins, Politics, and Modern 
Stock Markets”, 120 Harvard Law Review 460 (2006); Stefan Voigt, “Are International 
Merchants Stupid? Their Choice of Law Sheds Doubt on the Legal Origin Theory”, 5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 (2008) 참조. 

8) John Coffee, “The Rise of Dispersed Ownership: The Role of Law in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111 Yale Law Journal 1 (2001) 참조. 

9) 중국의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두 이론을 검증한 후 여론도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가 있다. Benjamin L. Liebman & 
Curtis J. Milhaupt, “Reputational Sanctions in China's Securities Market”, 108 Columbia 
Law Review 929 (2008). 

10) Bernard S. Black,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econditions for Strong Securities 
Markets”, 48 UCLA Law Review 781 (2001). 

11) Randall K. Morck ed.,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12) Peter A. Gourevitch & James Shin, Political Power and Corporate Control: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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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과 자본시장에 향을 미치고 그 발달을 좌우하는 것이 법체계, 법제도라

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융과 자본시장을 직  규율, 규제하는 법역이 우선 인 

요성을 가진다. 재산법, 회사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

고 이들 에서도 기업의 조직과 융, 구조변동을 규율하는 회사법이 핵심 인 

치를 차지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회사법은 미시 으로 기업의 

융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법이며, 거시 으로 법제도가 기업의 

융과 자본시장의 발달을 좌우한다고 할 때 그 세부 인 요소는 투자자 보호를 

한 회사법 내의 실체 , 차  규범들로 드러난다. 회사법은 크게 세 부분으

로 나 어진다. 회사의 지배구조에 한 규율, 회사의 구조변경에 한 규율, 회

사의 융에 한 규율 등이다.13) 이들 세 부분은 독자 인 규제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심에는 ‘주식’이 치한다. 주식은 

회사 융의 수단이지만 그에 부착된 의결권을 통해 주주의 회사지배에 한 비

례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회사의 지배권 변동과 구조변경을 일으키는 매

개체이다. , 상장회사의 주식은 국내외의 증권시장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므로 

회사가 리 국내외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이다. 여기서 투자

자 보호를 입법 목 으로 하는 증권법이라는 법역이 개입된다.

2. 금융과 지배구조

회사의 자 조달, 즉 융은 회사의 존립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 이지만 그에 

한 결정은 단순히 융의 경제  조건에 의해 내려지지는 않는다. 회사 융에

Global Politics of Corporate Gover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3) 그러나,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단체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증권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극히 적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사용되는 회사법 
교재들의 경우 지배구조, 구조변경, 기업금융에 관한 내용들이 대체로 60 : 30 : 10 정도
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부분은 실제 강의에서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기업금융은 특히 경제학, 경영학과의 학제성으로 인해 독립된 
과목으로 취급되는 일이 많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른바 응용분야인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한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진의 회사경영이 
독립된 법인격,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등에 앞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경영자의 
책임 법리와 그에 대한 추궁장치를 다루는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된다. Edward 
Rock & Michael Wachter, “Corporate Law as a Facilitator of Self Governance”, 34 
Georgia Law Review 529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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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지배구조에 한 고려가 심각한 향을 미친다. 회사의 지배란 기업가나 

형회사의 경 진에게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에 향을 미치는 

여하한 요인들도 주의와 분석의 상이며 주식의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융과

정도 외일 수 없다. 지배구조상의 고려가 다양한 융방법을 발생시키고 주어

진 융방법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올리버 리암슨이 오래 에 지 한 로 

주식을 통한 융과 회사채를 통한 융 사이의 결정은 융방법 사이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상의 결정이다.14) 아무리 유리한 조건에 의한 융의 가능

성이 열려있더라도 지배구조상의 고려가 청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기업은 경제

인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고려가 가장 첨 하게 

드러나는 때가 후술하는 기업공개(IPO)에 한 결정을 내릴 때이다. 지배구조를 

명 으로 변동시키는 기업공개는 그 자체 융방법이지만 공개된 기업은 은행 

등으로부터도 좋은 조건에 의한 자 조달이 가능하다.15) , 기업의 구조변경도 

융이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우며 융은 구조변경 자체와 마찬가지로 구조변경

14) Oliver Williamson, “Corporate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43 Journal of 
Finance 567 (1988). 버클리대학의 윌리암슨은 회사이론의 거장이다. 회사의 존재이유
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널드 코오스
(Ronald Coase)에 의해 탄생하였는데 코오스는 1937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경제주
체들간의 시장에서의 거래는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계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춘 회사라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Ronald H.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4 Economica 386 (1937); Steven Cheung, “The Contractual Nature of 
the Firm”, 26 Journal of Law & Economics 1 (1983) 참조. 윌리암슨은 이러한 코오스
의 통찰을 보다 구체화 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윌리암슨에 의하면 재원의 소유자인 
경제주체들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율성을 나누어 갖기 위해 회
사와 같은 일종의 계약적인 관계(구조)에 참여하게 된다.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1985). 한편, 코오스 계열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이견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부 하트 교수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트는 회사를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재산권의 집적체로 본다. Oliver Hart, “An Economist’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the Firm”, 89 Columbia Law Review 1757 (1989); 
Oliver Hart & John Moore,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9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9 (1990). 하트 계열의 연구로, Raghuman Rajan & Luigi 
Zingales, “Power in a Theory of the Firm”, 53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81 
(1998); Eric Orts, “Shirking and Sharking: A Legal Theory of the Firm”, 16 Yale Law 
& Policy Review 265 (1998) 참조.

15) M. Pagano & A. Rell, “The Choice of Stock Ownership Structure: Agency Cost, 
Monitoring, and the Decision to Go Public”, 113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87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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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구조변경의 종류도 

융조건과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이 아닌 회사채 발행이나 출을 통한 융도 기업지배구조에 일정한 

향을 미친다. 다수의 사채발행계약과 출계약은 경 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다양한 제약을 가한다(covenants).16) 특히,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채권의 

회수가 곤란해지거나 회사의 도산이 상되면 채권자의 지 는 사실상 주주의 

지 로 변화하게 되어 채권자들이 지배구조에 직  개입하게 된다.17) 그러나, 통

상 인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의 수익은 고정 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회사의 지

배구조에 직  개입하지 않고 그 게 할 인센티 도 없다. 주주들과는 달리 채권

자는 향상된 지배구조로부터 아무런 직  이익을 얻지 못한다.18) 융기 인 

채권자들은 무수히 많은 채무자에게 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험이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시간과 문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19)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출을 통한 

융의 결정에는 상호간에 이와 같은 가능성들이 고려되게 된다.

3. 금융수단과 지배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국에서 리 통용되는 상장회사의 경 권 방어 장치들

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기업 융 메커니즘을 통한 경 권 방어

를 도모하는 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후술하는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

증자가 좋은 이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인정과 동

조 제2항에 의한 그 외 규정은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가장 첨 한 이해충돌

인 경 권 분쟁에서 지배구조 상유지, 즉, 경 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고 다수의 분쟁을 발생시킨 바 있다. , 상장회사의 자본구조 조정과 재무 리 

수단인 자기주식의 취득도 경 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법률  유효

성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 다.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

16) Eili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328-339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Clifford W. Smith, Jr. & Jerold B. Warner, “On Financial Contracting: An 
Analysis of Bond Covenants”, 7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7 (1979) 참조. 

17) Ferran, 위의 책, 341-345; George G. Triantis & Ronald J. Daniels, “The Role of Debt 
in Interactive Corporate Governance”, 83 California Law Review 1073 (1995) 참조. 

18) Brian Cheffins, Company Law 75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19) Cheffins, 위의 책, 7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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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에 련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신주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

상증자와 자기주식의 문제는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한편, 회사의 지배구조와 융방식이 구조 으로 결합되어 결정되는 좋은 사례

는 차입매수(LBO)의 경우이다. 차입매수의 법률  문제에 해서는 후술한다. 차

입매수를 해서는 회사를 직  경 할 경 진이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보

통이며 이를 MBO라 한다. 여기서는 경 진의 투자자로서의 참여 규모, 조건 등

이 기업지배구조의 결정 요소인 동시에 융방식이다. 경 진뿐 아니라 종업원들

이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도 흔한데 종업원들의 거래 참여는 기업지배구조상의 

(복잡한) 고려요소이기도 하고 경 진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 차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별도의 융 문제를 발생시킨다. 컨 , 1979년에 KKR이 주도

한 Houdaille의 LBO의 경우 3개의 상업은행, 약 16개의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의 자회사인 약 6개의 벤처캐피탈, 그 외 약 36개의 기 투자자가 참가하 다. 

이들은 융기 들은 A형 보통주, B형 보통주, 선순  우선주, 후순  우선주, 

선순  노트, 후순  노트, 정크 본드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한 비율로 배합

하여 인수하 다. 여기에 회사의 경 진과 종업원들도 참가하 다.20) 지배구조상

의 문제가 다수 인원의 투자로 인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질 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에 투자시키고 그 법인이 LBO의 상이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지배구조 문제와 융 문제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21)

III. 기업금융과 법률 개관

기업 융을 법률 인 시각에서 개 하기 해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은 물

론이고 민법과 조세법, 회계 련 제도상의 세부 인 내용들도 고찰의 상에 포

함시켜야 한다.22) 그러나, 이 의 목 상 회사법 인 고찰에 자본시장법의 시각

20) George Baker & George Smith, The New Financial Capitalists 65-79 (Cambridge Uni-
versity Press, 1998) 참조.

21) Hasselbach & Adalbert Rödding, “Der fremdfinanzierte Unternehmenskauf”, in: Stephan 
Eilers et al. Hrsg., Unternehmensfinanzierung: Gesellschaftsrecht, Steuerrecht, Rech-
nungslegung 799, 825-826 (C. H. Beck, 2008). 

22) 기업금융(재무관리)에 대한 법률적 서술 문헌으로, Eilers et al. Hrsg., 위의 책; 
Mathias Habersack et al. Hrsg.,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2.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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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될 자본시장과 융투자업

에 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은 ‘기업 융업무’를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기업의 인수  합병의 개․주선 는 리업무, 기업의 인수․합병

에 한 조언업무, 사모투자 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이 규정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이는 투자은행의 업무 역 구분

이며 기업 융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은행이 기업 융에서 수행

하는 역할에 비추어 이 정의는 기업 융과 법률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소주제들

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업 융의 수단별로 소주제를 나열하고 각각

의 융수단에 한 경제학  설명과 법률  환경 설정의 윤곽을 련 법률 규

정과 함께 논의한다.

1. 회사의 자본구조와 법률

주식회사는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 융기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장기

인 자 을 조달하는데 자본과 부채 각각의 비 이 회사의 자본구조(capital struc-

ture)를 결정하게 된다. 컨 , 회사채의 보유자는 원 의 상환과 이자에 한 

청구권을 가지며 채무자인 회사가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의 행사 

등을 포함한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의 보유자인 주주는 원칙

으로 자신이 출자한 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출자 의 회수는 주식의 제3자에 

한 매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주는 주 의 납입에 해 상계로 회사에 항

하지도 못한다(상법 제334조). 주주는 배당을 받는 것으로 회사의 흐름에 

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배당에 해서도 원칙 으로 회사의 경 진이 결정하기 

에는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한, 주주는 회사의 경 에 여하지 못한다. 

주주가 경 진에게 회사의 경 과 사업에 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그것

은 법률 으로 보장된 권리, 즉,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아

Verlag Dr.OttoSchmidt, 2008); Ferran, 위의 책; William W. Bratton, Corporate 
Finance: Cases and Materials (6th ed., Foundation Press, 2007); Frank B. Cross & 
Robert A. Prentice, Law and Corporate Finance (Edward Elgar, 2007); Jerry W. 
Markham & Thomas Lee Hazen, Corporate Finance: Cases and Materials (2nd ed. 
Thomson West, 2007) 참조. 경영학 교과서는 무수히 많으나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Richard A. Brealey, Stewart C. Myers & Franklin Alle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9th ed., McGraw-Hill/Irwin, 2007) 참조. 강의노트로, 황이석, CFO강의노트 
제3판(서울경제경영, 2008) 참조.

23)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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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주주는 주식에 부착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 진의 선임과 회

사의 요한 구조변경 등에 해 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24) 이 게 회사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회사채와 주식의 권리 내용은 법률이 규정한다. 회사채 보

유자의 권리는 계약이 상당 부분 규정하지만 회사법도 채권자 보호를 한 여러 

가지 규율을 행한다. 회사와 투자자 공히 경제  조건에 더하여 회사채와 주식

의 권리 내용을 심사숙고 한 후에 융  투자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회

사채와 주식의 경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 권리 내용을 규정하는 법

률이다.

회사의 자본구조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어떤 자본구조가 회사의 가

치를 최 화 하는지에 해서는 경제학, 경 학에서 무수히 많은 이론이 제시되

어 있다.25) 여기서 그 이론들을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러나, 회사의 특정 

자본구조를 결정되게 하는 많은 요인들 에 법률 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만 언 해 둔다. 특히,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설립되고 활동

하여 어느 나라 법의 용을 받는지의 여부가 국제 인 기업 융의 시 에는 회

사의 자본구조 결정에 많은 향을 미친다. 회사의 자본구조 결정은 주식과 회사

채의 내용뿐 아니라 사법제도, 융규제, 조세제도 등과 회사의 사업 역을 규제

하는 제반 법률  규제의 향도 큰 폭으로 받기 때문이다.26) , 회사의 사업내

용과 재무 상태에 한 정보를 규제기 과 투자자들에게 달되게 하는 증권법

과 회계 련 법률도 회사의 자본구조 결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요한 치를 

차지한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향

을 미치고 지배구조상의 고려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 나라가 속한 법체계 내의 

제반 속성들이 특정 국가, 특정 회사의 자본구조를 좌우한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시장에서의 회사 경쟁력의 요한 기 가 되므로 회사가 처해 있는 법률  환경

이 회사 경쟁력에 향을 미친다. 

24) 상법상 주주와 경영진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하여, 김화진, 이사회 제2판(박영사, 2007), 
25-38 참조.

25) Ferran, 위의 책, 62-65가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다. 
26) Ferran, 위의 책,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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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가. 주식

회사는 원칙 으로 주주들로부터 사업자 을 조달한다.27) 회사를 설립할 때와 

자본을 증가시킬 때 주주들은 주 을 납입하는데( 외 으로 물출자가 허용된

다), 납입된 주 의 소유권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게 있다. 주주가 1인

인 1인 회사의 경우도 같다. 이는 융방법이지만 회사와 거래하는 채권자들에게

는 회사의 자본이 신용공여의 요한 기 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회사법은 자

본충실의 원칙을 통해 회사의 자본을 보호한다. 주주가 납입한 자본 은 원칙

으로 회수될 수 없으며28) 우리 상법도 그 제33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은 주주들을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자본

을 주주들로부터 보호한다.29) 융방법으로서의 자기자본 조달은 설립 시 보다는 

설립 후 자본의 증가 시, 즉, 유상증자 시에 더 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주들로

부터 추가 인 자본을 필요로 할 때이면 회사의 사업이 그 내용이나 규모 면에

서 설립 시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보통이며 사업의 진행과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배구조상의 고려사항들이 주주들에게 보다 명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기업공개(IPO)나 증권시장을 통한 일반공모증자, 해외 증권시장 진출 등도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 융에 속한다. 이에 하여는 따로 후술한다.

회사의 자기자본에 의한 융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은 그를 

보유하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과 지배구조에 해 갖는 비례  이익을 표시하고 

실 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주식은 회사지배구조와 융의 상 계를 기능 으

로 보장한다. 회사지배구조상의 모든 요한 변동은 주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럼으로써 회사의 자본구조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은 회사와 주주간의 거래이며 회사의 자본구조를 직

 변화시킨다. 주식의 양도,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매수 등은 주주간의 거래

27) Franz Aleth et al., “Eigenkapitalfinanzierung durch die Gesellschafter”, Unterneh-
mensfinanzierung: Gesellschaftsrecht, Steuerrecht, Rechnungslegung, 위의 책, 75 참조.

28)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Margaret M. Blair, “Locking in Capital: What Corporate 
Law Achieved for Business Organiz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51 UCLA Law 
Review 387 (2003); Lynn A. Stout, “On the Nature of Corporations”, 2005 University 
of Illinios Law Review 253 참조.

29)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Yale Law Journal 387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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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도 참여하며 회사의 자본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회사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구조상, 자 조달 

여건상의 제반 요인에 의해 선택된다. 표 인 종류의 차이가 보통주식과 우선

주식이다. 우선주식에 하여는 후술한다. 상법개정안은 제344조 내지 제351조에

서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한 종류

주식, 주식의 양도에 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한 종류주식, 주식의 환

에 한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에 해 새로운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향후 우리

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자본구조가 상응하여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주식에는 액면가액이 기재되고 그 액면가액의 합이 회사의 자본 이다(상법 

제451조 제1항). 자본 은 최소한 얼마이어야 한다는 최소자본  규제는 후술하

는 채권자 보호를 한 장치이다. 그러나,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 남설방지와 채

권자보호라는 최 자본 제도의 목 이 각종 특례 인정과 회사신용도 평가의 변

화, 자본 제도의 폐지라는 세계  추세에 따라 그 역할을 상실하여 폐지하기로 

하 다고 설명하면서 그를 폐지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제329조 제1항).30) 이는 미의 제도를 수입

한 것이다.31) 회사의 자본 과 채권자 보호에 하여는 후술한다. 유럽에서도 몇

몇 나라에 남아있는 최소자본  요건이(독일의 경우 5만 유로: 주식법 제6조, 제

7조)32) EU역내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련의 EU사법재 소의 례에 따

라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 다.33) 이제 EU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 신주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납입된 주금 중 얼마를 자본금으로 계상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를 정관에서 정하든지, 정관에 정하지 않는 경
우 이사회가 결정하게 한다. 상법개정안 제416조 제2호의2. 또, 상법개정안 제451조 
참조.

31) Ferran, 위의 책, 85-124 참조. 
32) 독일은 법정자본금 요건의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Richard A. Booth, 

Capital Requirements in United States Corporation Law (Working Paper, 2005) 참조. 
독일 회사법학계의 논의로는, Tim Drygala, “Stammkapital heute - Zum veränderten 
Verständnis vom System des festen Kapitals und seinen Konsequenzen”,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und Gesellschaftsrecht 587 (2006); Klaus Heine & Katarina Röpke, “Die 
Rolle von Qualitätssignalen - eine ökonomische und juristische Analyse am Beispiel der 
deutschen Kapitalschutzvorschriften”, 70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138 (2006) 참조.

33) Walter Bayer, “Auswirkungen der Niederlassungsfreiheit nach den EuGH-Entscheidun-
gen Inspire Art und Überseering auf die deutsche Unternehmensmitbestimmung”, 49 
Die Aktiengesellschaft 53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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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은 회원국 내 어디서나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원국에 지

을 설치하여 업을 할 수 있다.34) 즉, 최소자본  요건이 없는 회원국을 기

으로 사실상 자본 에 한 회원국들의 법률이 통일된 것이다. 이 결들은 미국

에서 진행되어 온 각 주간 회사법 경쟁을35) 유럽에 이식한 결과를 가져왔다.36)

주주가 주식을 매개체로 해서 보유하는 회사의 재산에 한 비례  이익은 주

식을 발행한 회사 재산 체에 미친다. 주식에 한 배당도 회사 체가 창출하

는 이익에 기 하여 결정되고 산출되며 집행된다. 주식에 한 가치평가도 회사 

체의 자산과 흐름을 기 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외 으로 회사 재산의 

일부에 해서만 비례  이익을 인정하거나 회사 사업의 일부에서 창출되는 이

익에 의해서만 배당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트래킹스톡(tracking stock)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주식은 회사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 실 이나 미래 망 등

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특히 부각될 

때 그에 기 해서 자 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외부의 자 공 자들은 회사 

체의 사업 황이 부정 이라 해도 일부 사업의 내용이 충실한 경우 그 사업

에 국한한다는 조건에 의해 융을 제공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주식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단히 험한 존재

이다.37) 트래킹주식을 발행한 회사라 해도 이사회는 하나이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 체에 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트래킹주식은 기술 인 난  외에도 이

사들로 하여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사업부문에 근

거한 주식으로 자 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를 분할해서 독립 인 지배구

34) Ronald J. Gilson, “Globalizing Corporate Governance: Convergence of Form or Func-
tion”, 49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29 (2001). 

35) 이에 관한 문헌들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Mark J. Roe, 
“Delaware’s Politics”, 118 Harvard Law Review 2491 (2005); Mark J. Roe, “Delaware’s 
Competition”, 117 Harvard Law Review 588 (2003); Marcel Kahan & Ehud Kamar, 
“The Myth of State Competition in Corporate Law”, 55 Stanford Law Review 679 
(2002); Lucian A. Bebchuk, “Federalism and the Corporation: The Desirable Limits on 
State Competition in Corporate Law”, 105 Harvard Law Review 1435 (1992); Roberta 
Romano, The Genius of American Corporate Law (AEI Press, 1993) 참조.

36) von Hein, 위의 책, 564-572 참조.
37) York Schnorbus, “Tracking Stock in Germany: Is German Corporate Law Flexible 

Enough to Adopt American Financial Innovations?”, 22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541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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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갖추고 주식을 발행하면 될 것이다.

나. 신주의 발행

신주의 발행은 회사의 자본의 증가를 통한 융이다. 상법은 그 제416조 내지 

제432조에서 이를 규율한다. 그런데,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이 항상 문제된다.38)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은 회사법의 가장 요한 

규정들  하나이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만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을 존 한 주주우

선배정 방식과39)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기타 방식으로 나 어진다.40) 주주의 신주

인수권은 주주가 회사의 자본과 회사의 지배에 한 비례  이익을 보장 받는 

수단이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회사 융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애 

요인이므로 항상 제도상의 논란거리이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배

제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야 한다고 주장된다.41) 기업 융과 지배구조상의 고려

가 여기서도 충돌하고 있다.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외규정에 근거한 주주

의 신주인수권 배제는 경 권 분쟁에서 항상 심각한 분쟁을 발생시켜 왔다. 즉, 

기업지배구조상의 고려가 기업 융 수단을 통해 출된다. 그러나, 주주의 회사 

자본과 지배에 한 비례  이익의 보호는 주식회사 제도의 존립 기반들  하

나이고 유상증자는 개 할인발행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부당한 부의 

이 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을 생각해 보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쉽게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신주의 제3자 배정 발행은 기존 주주의 주

식을 부분 으로 강제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42) 즉, 주주를 회사로

부터 축출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43) 상법개정안이 일정한 경우 주주를 회사로부

38) Ferran, 위의 책, 125-146 참조. 
39) Achim Herfs, “Bezugsrechtsemissionen”,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

의 책, 130 참조.
40) Rainer Krause, “Kapitalerhöhungen mit Bezugsrechtsausschluss”,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171 참조.
41) Wolfgang Richter, “Der Kapitalmarkt und sein Gesellschaftsrecht”, 17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419, 435, 443-444 (2008) 참조. 
42) Martin Schwab, Das Prozessrecht der gesellschaftsinterner Streitigkeiten 283 (Mohr 

Siebeck, 2005). 
43) 미국법은 소수주주의 부분적 축출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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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축출시킬 수 있는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 지만(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

26)44) 강제매수제도는 경제  필요에 의해 외 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

질  범 를 확 하는 것은 신 히 해야 할 일이다. 한편,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한 법령의 취 에 따라 최근 논란의 상인 자기주식의 처분에도 상응하는 변

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통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 으나45) 상장회사 주주에

게 신주인수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클락 학장은 1986년에 출간된 총 

837면의 고 에서 신주인수권에 해 단 1/3면 정도만 언 하고 있다.46) 미국 각 

주의 회사법 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해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뉴욕 주를 포함하여 정 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들

이 있고, 델라웨어 주를 포함하여 정 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면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들이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주들도 신주인수권의 용 범 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47) 미국의 많은 주

들이 이 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조달에 있어서의 기동성 제고이다.48) 

독일에서도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문제는 원칙 인 불허와 외 인 허용, 

허용하는 경우의 요건 등을 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의 상이 되어 온 바 

있다.49) 1978년 독일연방 법원의 ‘Kali und Salz’ 결은50)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다룬다. Hanno Merkt & Stephan Göthel, US-amerikanisches 
Gesellschaftsrecht 281 (2. Aufl.,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06) 참조.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 (Del. 1971) 참조. 독일법은, Susanne 
Wimmer-Leonhardt, Konzernhaftungsrecht 157-453 (Mohr Siebeck, 2004) 참조.

44)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Working Paper, 2008) 참조. 
45) Stokes v. Continental Trust Co. of City of New York, 186 N.Y. 285, 78 N.E. 1090 

(1906).
46) Robert C. Clark, Corporate Law 719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47) Merkt & Göthel, 위의 책, 279-281; 김화진, 위의 논문(상장회사), 212.
48) Jörn Kowalewski, Das Vorerwerbsrecht der Mutteraktionäre beim Börsengang einer 

Tochtergesellschaft 22-65 (Mohr Siebeck, 2008) 참조.
49) Dirk A. Verse,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41- 

42 (Mohr Siebeck, 2006)에 소개된 문헌들과 Norbert Boese, Die Anwendungsgrenzen 
des Erfordernisses sachlicher Rechtfertigung bei HV-Beschlssen (Carl Heymanns, 2004) 
참조.

50) BGHZ 7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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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한 

합리 인 근거(sachliche Rechtfertigung im Interesse der Gesellschaft)가 필요하다

고 결하 다. 여기서는 수단과 목 의 비례성이 수되어야 한다. 이 결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련 주식법 규정들인 주식법 제186조51) 제3항, 제4항, 제

255조 제2항 등에 명기된 요건의 충족 외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해

서는 첫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합할 것, 둘째, 

그러한 목 의 달성에 불가피할 것, 셋째, 신주인수권을 박탈당하는 주주의 이익

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세 가지 실질 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52)

다. 신주의 발행가격

회사가 설립된 후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존 하여 이루어지는 신주의 발행

(주주배정)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리미엄). 액면을 

과하는 가격에 의한 신주의 발행으로 회사에는 자본잉여 이 유입된다. 회사의 

이사와 경 진은 최상의 가격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성공시킬 의무를 지지만 그 

결과는 경 단의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53) 국내에도 증자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가 이사회의 경 단이라고 한 례가 있다.54)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신주의 발행은 액면 

이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시가보다는 낮은 이른바 할인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상장회사는 유가증권의발행 공시에 한규정에 의해 할인발행을 하고 있으며(제

57조 제2항) 비상장회사는 법령의 규제가 없어 체로 액면가 발행을 하고 있

다.55) 주식의 할인발행에 있어서 할인의 크기는 신주의 발행이 회사의 발행주식

의 총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인 경우가 부분인데 

할인은 신주의 발행 자체를 성공 으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6) 국에는 회사의 이사가 신주발행을 성공시키기 해 할인발행을 결정하

51) Karsten Schmidt & Marcus Lutter Hrsg., Aktiengesetz Kommentar 1984-2001 (Verlag 
Dr. OttoSchmidt, 2008)(Rüdiger Veil) 참조. 

52) 필자의 위 Verse 교수 책 서평,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2008) 492, 496.
53) Clark, 위의 책, 713-714 참조. 
54)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1841 판결, 2008. 10. 10.
55)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 정의 제359호(2006) 96 참조.
56) Ferran, 위의 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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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법하다는 례도 있다.57) IPO 시의 할인에 해서는 후술한다.

비상장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제3자 

배정) 어떤 가격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논란의 상이 되어 온 바 있다. 일반 으로 기 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신

주를 발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는 특히 경 진의 형사책임(배

임)과 결부되어 논의되며 기업 융, 회사지배구조, 경 권 방어 등 여러 가지 차

원에서 단히 요한 문제이다. 이른바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삼성그룹의 지

배권을 좌우하는 에버랜드가 특정인에게 가로 환사채를 발행하 다 하여 회

사의 경 진이 배임 의로 기소되었는데 재 같은 사안에 해 각각 무죄와 유

죄를 선고한 고등법원 결 2건이 나와 있고(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

1841 결, 2008. 10. 10;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05노2371 결, 2007. 5. 

29.) 법원의 최종 인 단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 사건 결은 우리나라 기

업들의 융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고 있다.58) 이 에

서는 그에 한 코멘트를 결 후로 미루어 둔다.

신주의 발행가격 결정 문제, 발행된 신주의 가격으로 인한 책임공방 등은 결국 

기업(주식)가치평가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평가는 어떤 형태의 기

업 융에 있어서도 그 기 가 되며 기업의 구조변동에 있어서도 거래의 근원

인 출발 이다. 기업가치의 평가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도 정확히 칭

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평가는 후술하는 투자은행 업무의 핵심

이다. 그러나,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한 가치

평가는59) 법률 으로 단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행해지며 당사자들의 주 이 크

게 개입되므로 분쟁 발생 가능성과 평가에 한 책임추궁 여지가 단히 높다.60) 

이는 주식의 발행뿐 아니라 주식의 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강제매수 등

에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61) 이에 해 여기서 상세히 논의할 수는 없으므로 

57) Ferran, 위의 책, 116 참조. 
58) 곽노현, “삼성 2심 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시안(2008년 10월 13일자) 

참조.
59)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와 시가에 관해 Rainer Hüttemann, “Börsenkurs und Unternehmens- 

bewertung”, 30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und Gesellschaftsrecht 454 (2001) 참조.
60) 박종현⋅천경훈, “비상장주식의 그룹내부거래시 주식의 평가와 법적 책임 문제”, BFL 

제3호(2004) 35 참조.
61) 미국법은 Bernard Black & Reinier Kraakman, “Delaware’s Takeover Law: The Uncer-

tain Search for Hidden Value”, 96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5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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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헌과62) 필자의 다른 논문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친다.63) 다만, 행 

상법의 규정들은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는  부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재차 강조해 둔다.

3.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 융은 회사가 은행 등의 융기 으로부터 자 을 조달

하는 것이다.64) 이는 원칙 으로 민법의 규율 역이므로 이 에서는 상세히 다

루지 않는다. 물론, 은행으로부터의 자 조달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자본에 

향을 미치고 지배구조상의 고려요인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데 채권을 출자로 

환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65) 그러나, 이는 융방식의 문제는 아니다. 타인

자본에 의한 융이 회사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자

을 차입하는 거래를 행하는 때이다.66) 주주도 회사에 자 을 여할 때는 원칙

으로 은행과 마찬가지의 제3자이며 법률상 다른 주들과의 계에서 우월 인 

지 를 인정받지 않는다.67) 다만 주주의 지 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특수한 문제

들이 있다. 회사에 자 을 여하는 주주는 거의 부분의 경우 주주이며 주

주는 거의 부분의 경우 회사의 이사의 지 에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로부터의 

융은 이사의 자기거래 문제를 발생시킨다.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 융의  다른 방식은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융이다.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융도 채권자와 채무자인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조건과 

Rutheford B. Campbell, Jr., “The Impact of Modern Finance Theory in Acquisition 
Cases”, 53 Syracuse Law Review 1 (2003); Elmer J. Schaefer, “The Fallacy of 
Weighting Asset Value and Earnings Value in the Appraisal of Corporate Stock”, 55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1031 (1982) 참조.

62) Robert F. Bruner, Applied Mergers and Acquisitions 205-528 (John Wiley & Sons, 
2004).

63)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Working Paper, 2008); 김화진, 주식매수청구권과 비
상장주식의 가치평가(Working Paper, 2008) 참조. 

64) Yorck Jetter et al., “Fremdfinanzierung durch Dritte”, Unternehmensfinanzierung: Gesell-
schaftsrecht, Steuerrecht, Rechnungslegung, 위의 책, 183 참조.

65) 임치용, 산법연구 2(박영사, 2006), 419-437 참조.
66) Hartmut Nitschke et al., “Fremdfinanzierung durch Gesellschafter”, Unternehmens- 

finanzierung: Gesellschaftsrecht, Steuerrecht, Rechnungslegung, 위의 책, 361 참조.
67) 미국에서는 형평법의 작동에 의해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주주인 채권자는 오히려 열

등한 지위에 서게 된다(equitable subordination). Clark, 위의 책, 5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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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커니즘이 결정되지만 회사채의 발행은 고도로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특히, 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회사의 주식으로의 환이나 신주인수

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변신하고 그로부터 지배구조상의 고려를 

발생시키므로 주식과 일반 회사채의 간 인 역에 있다고 설명되며 타인자본

에 의한 융방법이 지배구조에 잠재 으로 직 인 향을 미치게 한다. 환

사채는 주식으로서의 잠재  속성 때문에 낮은 리로 발행할 수 있는 동시에 

사채로 있는 동안에는 사채권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입

장에서는 매력 인 융방법이 된다. 환사채는 융방법으로서 보다는 지배구

조에 향을 미치기 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고68) 에서 언 한 에버랜드 사

건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 다. 례는 환사채의 발행에 

신주발행에 한 상법의 규정들을 유추 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0).

4. 벤처캐피탈과 우선주식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회사의 자기자본에 의한 융을 제공한다. 최

의 벤처캐피탈 회사는 1946년에 설립된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ARDC)이다. 이 회사는 벤처캐피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Georges 

Doriot가 Karl Compton 등과 함께 설립했다. Doriot는 하버드 경 학원 학장을 

역임했으며 Compton은 MIT 총장을 역임했다. 당시의 사업목 은 2차  참  

군인들의 소규모 사업 창업지원이었다고 한다. 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IT, 

바이오 등을 심으로 한 고성장 사업을 주로 지원한다.69) 그러나, 구 이나 이

베이와 같은 성공 인 IPO가 없이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탈은 1999년에 경이 인 189.8%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이래 침체에 빠져 

있으며 2007년 평균 수익률은 19.5% 다(사모펀드는 21.2%).70)

벤처캐피탈은 자기자본에 의한 융의 제공자이지만 궁극 으로는 투자를 회

68) 전환사채는 한화종금 사건 등 우리나라 M&A 시장 초기의 사건에서 경영권 방어 방
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김화진, M&A와 경 권 개정증보판(박영사, 1999), 145-160 
참조.

69) 법률적 규제에 대해, Duke K. Bristow et al., “Venture Capital Formation and Access: 
Lingering Impediments of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2004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77 참조.

70) USA Today (2008년 8월 28일자), 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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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목 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기획을 하는 자 제공자이다. , 벤처캐피

탈은 투자 상회사에 해 경 을 지원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데 벤처캐피탈

은 사모펀드의 일종이고 사모펀드와 종종 같이 취 되기도 하지만 지배구조를 

통해 회사의 경 에 깊이 여하거나 회사를 직  경 하지는 않는다.71) 유능하

고 리더십이 강한 경 자가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 상도 

비상장, 고성장 회사에 집 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은 투자 상회사의 IPO나 다른 

회사에 한 매각을 통해 투자자 을 회수하게 된다.72) 벤처 융은 개 10년 

이내의 비교  단기에 걸친다. 자기자본에 의한 융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간

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벤처캐피탈은 주로 보통주식에 투자하지만 우선주나 

환사채 등도 많이 활용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상법 제370조 제1항) 

지배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나, 지배구조에의 

참여가 그다지 요하지 않고 배당이나 기타의 속성상 우선권을 시하는 투자

자를 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인 융방식이다. 그러나, 우선주식은 정

으로 최  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은 

시장에서도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된다.73)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보통주식의 가격

이 우선주식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그 차이를 우선주의 가격으로 나  수

치를 의결권 리미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결권 리미엄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보다 높으며 이태리의 경우와 비슷한 수 이라는 보고가 있다.74) 

우선주는 지배구조 측면의 고려와 한 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

터 발생한 것이다. 우선주식은 19세기 반 국에서 운하회사와 철도회사의 자

을 조달하기 해 처음 고안되었던 것인데 추가 자 이 필요했던 이들 회사가 

71) Josh Lerner et 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 Casebook (4th ed., John 
Wiley & Sons, 2009); Andrew Metrick,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John Wiley & Sons, 2006); William A. Sahlma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Venture Capital Organizations”, 27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73 (1990). 

72) 이에 관하여는 Bernard S. Black & Ronald J. Gilson, “Does Venture Capital Require 
an Active Stock Market?”, 11-4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36 (Winter 
1999) 참조. 이 논문의 우리 말 번역은: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2001) 349.

73) Lawrence E. Mitchell, “The Puzzling Paradox of Preferred Stock (And Why We 
Should Care About It)”, 51 Business Lawyer 443 (1996) 참조. 

74) 조성욱, 경제 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한 실증분석(한국개발연구원, 2001), 76-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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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들의 지분희석 우려로 인한 신주발행 반 를 극복하기 해 만들어 낸 

것이다. 1849년 무렵에 국 철도회사 자본의 66%가 우선주 형태 다는 기록이 

있다.75) 우선주는 미국에도 소개되면서 많이 활용되게 되었고 우선주가 보통주로 

환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고안되면서76) 우선주는 지배구조와 기업 융의 

계를 회사와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미묘하게 조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5. 회사채권자의 보호

가. 회사법의 채권자 보호

회사채의 보유자들도 은행 등 융기 인 채권자들과 원칙 으로 같은 지 에 

있다. 즉, 회사채 보유자들도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험을 부담한다. 채무자인 

회사는 자 의 조달을 해 수입과 자산의 가치에 해 허 의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채무를 부담한 후에는 부실한 사업운 이나 자산의 은닉 등을 통해 

채권을 담보하는 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 회사는 담보부 채무를 새로 

부담함으로써 무담보 채권자의 지 를 열악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정책을 포함

한 사업운 의 패턴을 변경시킴으로써 험을 증가시키고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하락시키기도 한다.77)

이러한 다양한 험에 처하여 회사채 보유자는 계약과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

른 보호를 구할 수 있으나 회사법은 그에 더하여 회사채 보유자를 보호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8) 회사법이 유독 다른 이해 계자들을 제외한 회사채

권자에게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  하나

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통상 인 채권채무 계 보다 회사채권채무 계를 훨

씬 험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79) 다른 설명은, 채권자들이 실제로는 

회사법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과 담보, 기타 자구조치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함에 비추어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회사법이 채권자를 특

75) Baskin & Miranti, 위의 책, 152 참조.
76) Timothy J. Harris, “Modeling the Conversion Decisions of Preferred Stock”, 58 

Business Lawyer 587 (2003) 참조.
77) Allen et al., 위의 책, 131; Lucian A. Bebchuk & Jesse M. Fried, “The Uneasy Case 

for the Priority of Secured Claims in Bankruptcy”, 105 Yale Law Journal 857 (1996).
78) Felix Steffek, Gläubigerschutz in der Kapitalgesellschaft (Mohr Siebeck, 2009년 4월 

발간예정) 참조.
79) Allen et al., 위의 책,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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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보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회사법이 채권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들간의 상과 계약체결 비용을 낮추기 해서라고 한다.80) 특히,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의 규모가 지나치

게 작은 경우, 채권자가 지나치게 순진한 경우, 공시제도 등과 같이 체 채권자

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별 채권자들로서는 추구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81) 

회사법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회사법과 증권법에 의한 공시 강제와82) 

최소자본  요건을 포함한 회사 자본에 한 규제,83) 배당 제한, 이사와 회계감

사인의 책임 규정84) 등이며 법인격부인론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85) 

이사의 채권자에 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의견도 꾸 히 개진되고 있다.86) 그

러나 이들  자본에 한 규제는 채권자 보호 방법으로서의 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최소자본  요건이나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통 으로 알지 못하는 

미국법의 향력이 확 되면서 부각되는 상이며,87) 의 자본시장과 기업들

의 사업이 상 으로 험성이 높아진 데도 기인한다. 즉, 자본 에의 집착은 

회사의 재무 리에 큰 제약을 발생시켜 비용의 상승을 래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본에 한 규제를 선호해 온 유럽의 국가들도 융시장의 심이 보수 인 은

행에서 역동 인 증권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에 한 규제를 융거래에 

한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실제로, 회사의 납입자본 은 회사의 유무

형 자산 구입과 운 자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계상되어 있는 숫자

가 과연 얼마나 채권자들의 안 으로 연결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오히려 회사가 

운 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잉여 이나 자본잉여  등이 실질 인 회사의 자본력

80) Gerard Hertig & Hideki Kanda, “Creditor Protection”, in: Reinier Kraakman et al. eds.,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71, 72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81) Hertig & Kanda, 위의 논문, 72.
82) Hertig & Kanda, 위의 논문, 79-83 참조.
83) Hertig & Kanda, 위의 논문, 83-85 참조. 
84) Hertig & Kanda, 위의 논문, 88-92 참조.
8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송호영, “법인격부인의 요건과 효과”, 

스티스(2002. 4), 244 참조.
86) Lars Klöhn, “Interessenkonflikte zwischen Aktionären und Gläubigern der Aktiengesell-

schaft im Spiegel der Vorstandspflichten”, 37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und Gesell-
schaftsrecht 110 (2008) 참조.

87) Luca Enriques & Jonathan R. Macey, “Creditors versus Capital Formation: The Case 
Against the European Legal Capital Rules”, 86 Cornell Law Review 1165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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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법개정안은 최소자본  요건을 폐지하고 무

액면주식도 도입하 으며88)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도 폭 완화하 다. 

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

마이클 젠슨과 리엄 메클링은 1976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회사란 기업의 생

산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재원의 소유자들간 계약의 집 체(complex of 

contracts)임을 지 하 다.89) 이 이론은 이제 다수의 회사법학자들이 받아들이

고 있다.90) 그런데, 회사법이 본질 으로 계약이라고 한다면 회사형태의 사업

 방식과 회사법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회사법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 이에 해 한스만/크라크만은 회사법을 포함한 기업조직법이 계약만으로는 

창설될 수 없는 당사자들간의 새로운 계의 창설을 허용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다. 이들에 의하면,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는 경 자에 의해 외부와 계약

을 체결할 명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리인들을 통해 체결하는 

외부와의 계약은 회사의 자산에 의해 그 이행이 담보된다. 회사의 채권자들은 회

사의 자산이 회사의 주주나 경 자 개인 채무의 담보가 되지 않음을 신뢰할 수 

있다. 

한스만-크라크만은 회사 채권자에 한 담보인 회사의 자산과 회사 주주  

경 자 자산의 분리(asset partitioning)야 말로 회사법의  사회에 한 핵심

인 기여라고 하는데 이들의 이론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회사법

88) 상세한 것은 윤영신, “주식회사의 출자관련 규제의 폐지에 관한 연구”, 법조(2006년 5
월) 98 참조. 

89) Michael C. Jensen & William H. Meckling, “The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5 (1976). 이 이론의 선행연구로, Armen Alchian &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62 American Economic Review 777 
(1972) 참조. 또, Melvin Eisenberg, “The Conception That the Corporation Is a Nexus 
of Contracts, and the Dual Nature of the Firm”, 24 Journal of Corporation Law 819 
(1999) 참조.

90) Frank Easterbrook & Daniel Fischel, “The Corporate Contract”, 89 Columbia Law 
Review 1416 (1989); Jonathan Macey, “Corporate Law and Corporate Governance: A 
Contractual Perspective”, 18 Journal of Corporation Law 185 (1993); Allen et al., 위
의 책, 8-13; Roberta Romano, Foundations of Corporate Law 3-28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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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바로 이 자산의 분리가 규모 기업조직의 탄생에 유리한 효율

성을 발생시킨다. 셋째, 이러한 자산의 분리는 회사법과 같은 조직법이 없이는 

성취되기 어렵다. 넷째, 본질 으로 재산법  속성을 가진 이 자산의 분리는 계

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회사법의 유일한 독창  요소이며 사회경제에 한 

회사법 유일의 기여이다.91) 이 이론에 의하면 회사법의 원칙들  하나인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야 말로  사회에서 회사형태의 사업  방식이 지배 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며 그 핵심은 회사 채권자의 보호이다. 

6. 기업집단과 기업금융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상법 제171조 제1항)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상법 

제331조) 보호를 받는 주식회사라는 사업운 의 형식 자체가 하나의 융수단이

다.92) 법률은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설정하고 회사 운 주체의 

개인 자산과는 독립 으로 취 함으로써 회사에 자 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이 

회사에 한 분석과 모니터링에만 집 할 수 있게 한다.93)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

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94) 보호를 받지 않는 사업운  단 를 통해서도 사업

91)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Yale Law Journal 387, 393 (2000) 참조.

92) George G. Triantis, “Organizations as Internal Capital Markets: The Legal Boundaries 
of Firms, Collateral, and Trusts in Commercial and Charitable Enterprises”, 117 Har-
vard Law Review 1102 (2004).

93) 상술한 바와 같이 한스만/크라크만은 이를 ‘affirmative asset partitioning’이라고 명명한
다. Hansmann & Kraakman, 위의 논문 참조. 역사적인 설명으로는, Paul G. Mahoney, 
“Contract or Concessi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Corporate Law”, 34 Georgia 
Law Review 873 (2000) 참조. 한편, 독립된 법인격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의 채권자들
로부터 보호한다. 한스만/크라크만은 이를 ‘entity shielding’이라고 부른다. Henry 
Hansmann, Reinier Kraakman & Richard Squire, “Law and the Rise of the Firm”, 119 
Harvard Law Review 1335 (2006);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Property, 
Contract, and Verification: The Numerus Clausus Problem and the Divisibility of 
Rights”, 31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406-407 (2002).

94) Baskin & Miranti, 위의 책, 138-145 참조(주주유한책임 원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설명).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특수한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잠식시킬 수 있으
나 자본시장이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전체가 잠식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
이는 연구가 있다. Joseph Grundfest, “The Limited Future of Unlimited Liability: A 
Capital Markets Perspective”, 102 Yale Law Journal 387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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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융이 가능하지만 주식회사 형태만이 주식과 회사채를 사용하여 험이 제

한되고 규모인 융을 가능하게 한다. 회사법은 이 두 원칙에 더하여 (원칙

인)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제공함으로써(상법 제335조 제1항) 기업 융 수단으

로서의 주식회사제도를 완성시킨다.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 융의 특수한 형태로 그러한 주식회사의 그룹인 기업집

단을 통한 융을 들 수 있다. 사업 인 측면에서 보면 그룹이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사업부별로 독립 인 채산과 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 인 

경우가 있고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하는 다국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의 사업은 특정 국가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 이기

도 하고 험의 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기업인수 후에 인수한 

기업을 합병하지 않으면 자동 으로 그룹이 형성된다.95) 그룹은 특히 사업이 

련되어 있지 않은 계열회사들로 구성되는 경우 체 인, 따라서 각 구성 회사의 

자 흐름을 안정시켜 주는 재무  시 지를 창출한다. 이는 융기  등의 외부 

자 조달처에 한 상에서 유리한 치에 서게 하고 그는 다시 융상의 이익

으로 연결된다.

기업집단을 기업 융의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오래 된 것이다.96) 기업

집단을 통한 융은 자체 회사를 통한 융에 비해 그 버리지 효과 때문에 지

배구조 상의 효과를 덜 미치게 된다. 컨 ,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자기자본에 의한 융은 자회사 지분의 50% + 1을 확보하고 있

는 경우 모회사에 지배구조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 기업집단은 

공통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타인자본의 조달처로서도  무 한 제3자인 은행 

등의 융기 에 비해 효율 이고 더 안 하다. 기업집단 내의 한 회사가 자회사

의 자본증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면 그는 특수한 형태의 자기자본에 의한 

융이 되며 기업집단 내의 한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는 주주

로부터의 타인자본에 의한 융이 된다.97)

그러나, 기업집단은 독립된 회사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채권자 보호, 소

수주주 보호 문제를 안고 있다.98) 이 문제는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95) Ferran, 위의 책, 25-26. 
96) Baskin & Miranti, 위의 책, 279-280 참조.
97) Gerald Spindler, “Konzernfinanzierung”, 17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245 (2007) 참조.
98) Holger Altmeppen, “Interessenkonflikte im Konzern”, 17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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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 형태의 지배구조가 채권

자와 소수주주 보호 차원에서 단히 험한 것이라는 경험에 의해 기업집단에 

한 규제가 회사법 밖에서 집 으로 이루어져 왔다.99) 경제정책 으로 그 타

당성이 의심스러운 지주회사 체제가 장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00) 기업집단

은 그 구조  특성으로 인해 그룹 내부 회사들간의 재원, 자산 배분 상황이 투명

하지 못하며 한 구성원 회사의 채무를 그룹 체가 담보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

되기도 한다.101) 기업집단의 궁극 인 통제자는 기업집단 체의 경제  성과에 

이해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 회사들간의 자원 배분을 임의로 행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구성원 회사의 채권자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목

으로 그 게 하기도 한다.102) 이는 그룹 내 구성원 회사를 해서가 아니라 기업

집단 체에 한 통제력을 가진 개인의 이익을 해 행해지는 경우 사회 인 

문제가 된다.103) 기업집단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기업집단에 한 법률  규제를 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독립된 

법률을(Konzernrecht) 가지고 있기도 하다.104) 국과105) 이태리의106) 회사법도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320 (2007); Eberhard Vetter, “Interessenkonflikte 
im Konzern－ vergleichende Betrachtungen zum faktischen Konzern und zum 
Vertragskonzern”, 17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342 (2007).

99) 송옥렬,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법정책적 이해”, 서울 학교 법학 제46권 제
1호(2005) 227 참조.

100) 김건식⋅노혁준 편, 지주회사와 법(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참조.
101) Hertig & Kanda, 위의 논문, 75. 
102) 김화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평가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인권과 

정의(2006/10) 6. 기업집단의 회사법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Ferran, 위의 책, 25-48; 
Phillip I. Blumberg, Blumberg on Corporate Groups (Aspen, 2004); Phillip I. Blum-
berg, The Multinational Challenge to Corporation Law: The Search for a New Cor-
porate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103) 김건식,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BFL 제19호(2006) 8 참조.
104) Susanne Wimmer-Leonhardt, Konzernhaftungsrecht (Mohr Siebeck, 2004): Volker Em-

merich et al., Konzernrecht (7.Aufl., C.H.Beck, 2005); Volker Emmerich & Mathias 
Habersack, Aktien-und GmbH-Konzernrecht Kommentar (5.Aufl., C.H.Beck, 2007); 
Christian E. Decher, “Das Konzernrecht des Aktiengesetzes: Bestand und Bewährung”, 
17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126 (2007)

105) Ferran, 위의 책, 30-48. 
106) Guido Ferrarini, Paolo Giudici & Mario Stella Richter, “Company Law Reform in 

Italy: Real Progress?”, 69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s 
Privatrecht 658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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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을 의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한 모든 국가들이 연결재무제

표의 작성 강제를 통해 기업집단과 거래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107) 

7. 자기주식

기업 융과 재무 리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회사의 자기주

식이다. 자기주식은 지배구조와 경 권 분쟁에서도 단히 요한 치를 차지하

지만108) 여기서는 직 인 융의 측면에만 국한해서 자기주식 문제를 논의한

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엄 히 말하면 융방법은 아니지만 반

으로 기업의 융에 한 의사결정의 요한 일부이다. 종업원들의 회사 주식 취

득에는 회사가 융지원을 하기도 한다.

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 으로 지한다(제341조). 그러

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 으로 가능하다(증권거래법 제

189조의2). 상법개정안은 그 제341조를 통해 비상장회사에게도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 으로 허용하면서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한

다(제343조).109) 독일의 주식법도 그 제71조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

칙 으로 지하고 있으나 이 지 규정은 1990년  이후 개된 무수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되었다.110) 특히, EU의 련 입법지침이 자기주식에 

한 제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재 독일법의 기본 입장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

득 지가 아니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이다.11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112) 우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07) Ferran, 위의 책, 27-30. 
108) 김화진, 위의 논문(상장회사), 214-217 참조.
109) 김효진, “기업지배구조가 자기주식 취득에 미치는 영향”, 상장 연구 제55호(2007) 

168. 
110) Friedrich Kübler & Heinz-Dieter Assmann, Gesellschaftsrecht 158-159 (6. Aufl., C.F. 

Mller, 2006); Liane Bednarz, Der Ermächtigungsbeschluss der Hauptversammlung zum 
Erwerb eigener Aktien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06); Michael Arnold, “Erwerb 
und Wiederveräusserung eigener Aktien”,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216. 영국,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는, 최준선, 주식회사 자본제도 개선방안 연

구(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147-158 참조.
111)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809-811 (Tilman Bezzenberger); Dieter Leuering, “Der 

Rückerwerb eigener Aktien im Auktionsverfahren”, 52 Die Aktiengesellschaft 435 
(2007) 참조. 

112) Ferran, 위의 책,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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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 주식의 유동성을 높여 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은 회사가 잠재 인 

매수자가 되도록 해서 회사의 자기자본에 의한 자 조달 가능성을 높여 다. 유

사한 이유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은 창업자의 은퇴나 창업주주들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잉여 을 주주

들에게 돌려 으로써 주주들에게 회사 가치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므로 자본시

장에서 주식의 가치와 련된 제반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주주들에 

한 배당은 시의성과 규모 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 보다는 비효율 이다. 회사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시장에 회사의 경 진이 회사의 주식이 평가 되

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호가 달된다. 회사에 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그룹이 회사의 경 진이므로 주주들은 그로부터 간 으로 투자 장려를 독려 

받게 되는 것이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희망하는 자본구조를 달성하

기 해 행해지기도 한다. 회사는 고비용의 자기자본을 이고 비용이 상 으

로 낮은 타인자본으로 그를 체하려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해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법률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 모든 효과는 기

할 수 없게 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는 반 로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은 지배구조에 직

인 변동을 발생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 경 권 방

어 방법으로서 각 을 받고 있고 경 권에 도 하는 측은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인수권에 

한 상법의 규정이 용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113) 이 문제는 지배구조

와 그 변동에 한 것이므로 여기서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자기주

식 처분은 특정인에게가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과 마찬가지

로 주식가격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회사의 융조건과 연결된다는 만 언

해 둔다.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 신주발행 련 규정을 용하

지는 않고 있으나 주식을 처분할 상 와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규

정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제342조).

자기주식과는 달리 회사가 발행할 때 이미 다시 사들일 것이 정되어 있는 

113)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2006) 1; 강희주, 
“자사주의 취득 또는 처분을 통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 김화진⋅송옥렬 
공편,  기업인수와 경 권 방어(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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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상환주식(redeemable share)이다. 상환주식은 상법 제345조가 규율한다. 그

러나, 상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자기주식이며 소각하여야 한다. 회사가 상환주식

을 발행하는 이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와 체로 같으며 상환주식은 지

배구조상의 고려와 융상의 고려가 고도로 결합된 주식이다. 자기자본에 의한 

자 조달의 필요가 발생하면 활용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상환해서 주주를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상환주식은 시장에서 일반 회사채와 거의 같은 

취 을 받는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있다.114) 한편,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주식에 더하여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

게 하고 회사는 그에 해  외에도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자산의 장

부가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과하지 않는 경우 교부할 수 있게 한다(제345조 제

3항, 제4항).

IV.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기업 융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을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미

식 제도의 특성이다. 최근의 융 기 이  세계의 자본시장은 확장 일로에 있었

으므로 미식의 제도가 수렴의 기 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표 인 은행 

심 시스템을 보유하 던 독일의 사정도 은행 심에서 자본시장 심으로 기업

융이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 다.115) 최근의 융 기도 그로 인해 기업 융

이 은행을 필두로 한 간 융으로 회귀한다는 신호는 아닐 것이다. 독일은 통

인 유니버설뱅크 시스템 아래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하는 셈인데 

은행 내 투자은행 업무의 비 은 증가하고 있다.116)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심 

직 융 장려정책은 이제 상당한 역사를 가진다.117) 곧 발효할 자본시장통합법

이 그를 상징한다. 융 기로 인해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를 연기시키자는 의견

이 있었으나 이는 리먼 라더즈 인수시도라는 잘못된 단과 미국의 형 투자

은행들이 몰락하는 상이 자본시장제도 자체의 취약성 우려로 연결된 일종의 

114) Douglas K. Schneider et al., The Market Reception of Mandatorily Redeemable Stock: 
Some Empirical Evidence (Working Paper, 2004) 참조.

115) von Hein, 위의 책, 383-395.
116) von Hein, 위의 책, 392-394.
117) 이영훈 외,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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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이다. 향후 투자은행은 거  상업은행의 인 라 지원을 받거나 상업은행의 

틀 내에서 그 고유의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후술하는 투자은행 고유의 업

무는 기업 융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1. 기업의 공개와 상장

기업의 자 조달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주들로부터는 가능하지 않으

며 타인자본으로도 부족하게 된다. 그에 따라 리 자기자본에 의한 융을 시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리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자본시장이다. 자

본시장에서 자 을 조달하기 해서는 회사지배에 한 기존 주주의 비례  이

익이 희석되는 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본시장에서 자 을 조달하지 않던 때에 

비해 수많은 규제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118) 그러한 요인들에 한 검토가 완

료되고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결정이 내려지면 투자은행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상장이 진행된다. 기업이 공개되고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의 시가

가 형성되게 된다.119) 주식에 한 시장의 부재는 주식의 본질 인 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투자자는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쉽게 찾지 못하고 설사 처분할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그 거래 비용이 단히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가가 형

성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 수 으로 해소된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융

의 편의로 연결된다. , 시가의 형성은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작동시킨다.120)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는 주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21) 이 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융의 편의로 연결된다.

118) 김화진, 위의 논문(상장회사), 168-169 참조. 
119) IPO 가격의 효율성에 관하여는, Bernard Black,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84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542, 570 - 
572 (1990) 참조.

120) 자본시장효율성의 가설(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에 의하면 주식의 시장가
격은 시장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하는 해당 회사의 미래에 있어서의 
현금흐름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예상치이다. Allen et al., 위의 책, 125-129; Ronald 
Gilson & Reinier Kraakman, “The Mechanisms of Market Efficiency Twenty Years 
Later: The Hindsight Bias”, 28 Journal of Corporation Law 715 (2003); Ronald 
Gilson & Reinier Kraakman, “The Mechanisms of Market Efficiency”, 70 Virginia 
Law Review 549 (1984); Note, “The 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Economic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Industry”, 29 Stanford Law Review 1031 
(1977); Donald Langevoort, “Theories, Assumptions, and Securities Regulation: Market 
Efficiency Revisited”, 140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851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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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융의 고려와 지배구조상의 고려가 가장 큰 스 일로 같이 고려되고 비

교되는 때가 기업의 공개와 상장을 결정할 때 일 것이다. 공개와 상장의 가장 큰 

목 은 회사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 조달 통로를 여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수많

은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발  단계상 

가장 큰 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창업자의 입장에서 공개회사의 가장 큰 취약

성은  M&A의 이다. 이는 자 조달의 이 에도 불구하고 공개와 상장

의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공개와 상장에서는 경 권 

보호장치가 치 하게 비되고 설치된다.122) 한편,  M&A는 효율 인 경

자 통제기구이므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이익에 기여한다.123) 그

로써 회사에는 융상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배려한 

법률이 필요하며 재 법무부는 경 권 방어장치에 한 추가 인 상법개정안을 

비하고 있다.124)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에게 정 의 규정을 통해 경 권 방어 

장치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 의 규정이 자동

으로 실효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125)

2. 기업공개의 메커니즘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 메커니즘이 기업공개(IPO)이다.126) 

121)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lose Corporations and Agency Costs”, 
38 Stanford Law Review 271, 275-277 (1986) 참조.

122) Robert Daines & Michael Klausner, “Do IPO Charters Maximize Firm Value? 
Antitakeover Protection in IPOs”, 17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83 
(2001); Laura Field & Jonathan Karpoff, “Takeover Defenses of IPO Firms”, 57 
Journal of Finance 1857 (2002) 참조.

123) Henry G. Manne, “Mer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73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 (1965);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Proper 
Role of a Target’s Management in Responding to a Tender Offer”, 94 Harvard Law 
Review 1161 (1981) 참조. 

124) “경영권 방어 쉽게 신주인수권 부여. 법무부 상법개정 추진”, 매일경제(2008년 11월 
21일자) 참조. 세부적인 내용은, 송종준, 상법개정초안상 Poison Pill의 도입 논의와 
과제(2008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참조.

125) Lucian Bebchuk, “Why Firms Adopt Antitakeover Arrangements”, 152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713 (2003) 참조.

126) Thomas Emde & Andreas König, “Beschaffung von Eigenkapital über regulierte Märkte: 
Börsengang und Sekundärplatzierung”, Unternehmensfinanzierung: Gesellschaftsrecht, Steu-
errecht, Rechnungslegung, 위의 책, 140; Tim Jenkinson & Alexander Ljungqvist, Going 



2008. 12.]   기업 융과 법률 549

기업공개는 투자은행의 가장 오래된 업무들  하나이기도 하다.127) 세상에 알려

져 있지 않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나오면서 주식을 발행하고 자 을 조달함에 있

어서 투자은행은 해당 기업과 단독128) 는 컨소시엄의 형태로129) 주식인수계약

을 체결한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한 주에 얼마로 할 것인지를 기업실사를 

통해130) 결정하고(pricing) 결정된 가격에 발행될 주식의 수가 정해지면 그 주식

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allocation).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

커니즘을 실무에서 북빌딩(bookbuilding) 는 수요 측이라고 부른다.131) 투자은

행이 평소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인 기 투자자나 거물 개인투자자들을 해서 

IPO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가격 등을 사 에 의하는 것이다. 투자은행의 명성

은 북빌딩 역량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빌딩 과정은 

증권업 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한규칙에 따라 진행되는데, 종래 동 규칙  

증권업 회의 표 권고안에 의거 모든 기 투자자들을 상으로 한 수요 측 가

평균가격의 상하 일정 범  내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 으나, 2002년 8월에 

동 규칙이 개정되어 공모가를 주 사와 발행회사가 의하여 자율 으로 결정하

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여 히 표주 회사가 수요 측을 통해 분석

한 공모희망가격의 범  내에서 각 기 투자자별 희망공모가격을 인수물량으로 

가  평균하여 IPO가격을 정하는 행이 형성되어 있었다.132) 이는 2007년 6월

에 발행회사와 표주 회사의 자율로 공모가를 결정한 삼성카드의 IPO를 시

Public: The Theory and Evidence on How Companies Raise Equity Financ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Ferran, 위의 책, 409-473 참조.

127) Hanns-Achim Schäcker & Jan Brehm, “Aktienemissionen aus Sicht der Investmentbank”,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41 참조. 

128) Hendrik Haag, “Übernahmevertrag bei Aktienemissionen”,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645 참조. 

129) Christoph Schücking, “Konsortialvertrag”,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713 참조. 

130) Peter Nägele, “Due Diligence”,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737 참조. 서구에서는 기업공개 시 법률의견의 발급이 보편화되어 있다. Oliver 
Seiler, “Legal Opinion und Disclosure Opinion”,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782 참조.

131) Josh Lerner et 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382-388 (4th ed., John Wiley 
& Sons, 2009) 참조.

132)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발행⋅기업공시 안내(2007. 12), 21-23; 정성구, “해외 원주상장
과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점”, BFL 제14호(2005) 67, 69-70 참조(이 과정에서 북빌딩
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의한 IPO 가격의 의도적인 하향조정 우려가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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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식되었고 이제는 자율결정 행이 정착되어 있다. 투자은행은 IPO 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해서 고객과 시장에 매도하는데 이 차이를 스

드(spread)라고 부르며 미국 시장의 경우 스 드는 체로 7% 인 것으로 알려

진다.133) 

그런데 2004년 8월에 구 (Google)이 인터넷을 통한 IPO를 하면서 더치옥션

(Dutch Auction) 기법을 사용한 것이 IPO 기법과 투자은행의 역할에 한 새로

운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134) 통 인 북빌딩 방법이 우수한 것인

지, 아니면 새로운 더치옥션 방법이 향후 장려되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다.135) 

그런데, 후자의 방법은 투자은행의 큰 개입 없이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직  

IPO에 참여해서 신주를 매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

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을 배제하는 만큼 종래 투자은행이 수행해 온 

역할에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 과연 더치옥션이 리 사용될 지에 한 

의문이 있다. 아마도 더치옥션은 구 과 같은 우량기업들만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이고 평범한 벤처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 IPO의 윤리와 법률문제

한편, IPO는 그 집행 메커니즘을 떠나, IPO가 행해지는 특정 국가에 따른 차

이는 있겠으나 여러 가지 윤리 , 법률 인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다. 잠재 인 

투자자인 투자은행의 고객들간에 발행 물량을 어떻게 나  것인가?136) 고객에게 

배정하기 에 발행회사의 임직원들과 주간사인 투자은행의 임직원들에게 배정

133) Hsuan-Chi Chen & Jay R. Ritter, “The Seven Percent Solution”, 55 Journal of 
Finance 1105 (2000). 스프레드는 IPO뿐 아니라 모든 주식과 회사채 인수에 적용되는
데 역사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상업은행들과 투자은행들이 치열하게 경
쟁하는 회사채 시장에서의 스프레드는 2000년에 0.5% 대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1913년에는 5~10%였다. Morrison & Wilhelm, 24-25 참조.

134) Eugene Choo, “Going Dutch: The Google IPO”, 20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405 (2005); Victor Fleischer, Brand New Deal: The Google IPO and the Branding 
Effect of Corporate Deal Structures (Working Paper, 2005) 참조. 

135) Anita Indira Anand, “Is the Dutch Auction IPO a Good Idea?”, 11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 Finance 233 (2006) 참조. 

136) 투자은행들이 IPO 시 특정 고객을 물량 배정에 있어서 우대하는 것을 Spinning이라
고 한다. Sean J. Griffith, “Spinning and Underpricing: A Legal and Economic Analy-
sis of the Preferential Allocation of Shares in Initial Public Offerings”, 69 Brooklyn 
Law Review 583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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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언제 얼마나 허용되는가? 발행가격 산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하며 

회계분식이나 기타 부실공시가 개입될 염려는 없는가? 투자은행이 잠재 인 고

객에 한 일종의 서비스로 기존 고객인 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가능성은 

없는가? 투자은행이 고객인 발행회사의 IPO를 성공시키기 해  다른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고평가 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컨  구

과 같은 스타 기업의 IPO일수록 더 첨 하게 부각되며, IPO 가격과 IPO 직후 

주가의 괴리가 심할수록, 그리고 IPO 이후 주가의 부침이 심할수록 심각해진다.

IPO 가격은 거의 언제나 IPO 직후의 거래가격보다 낮다. 이 상을 ‘Underpri-

cing’이라고 부르는데 단히 보편 인 상이다.137) 투자은행은 IPO 수수료를 

총규모의 일정 퍼센트로 수령하기 때문에 세계 으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이

러한 상이 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Underpricing이 발생하는 

이유에 해서는 학계에서 방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Underpricing은 투자은

행들이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을 감안하여 일종의 보험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138) 투자은행이 가까운 고객을 우 하

기 해 독  지 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39) Underpricing으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시 하는 것을 ‘Flipping’이라고 하는데 투자은행들은 이를 제

한하고 있다.140) 한편, 투자은행은 공모 정 물량보다 약간 많은 물량을 투자자

들에게 배정하면서 발행회사와 IPO가격에 추가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그린슈(Greenshoe) 옵션 내지는 과배정옵션이라고 한

다.141) 이 때문에 투자은행은 일시 으로 공매도를 하는 셈이며 주가가 IPO가격

을 상회하면 옵션을 행사하여 포지션을 청산하고 주가가 IPO가격을 하회하면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포지션을 청산하게 된다. 이로써 IPO 후 일정기간 

137) Jörn Kowalewski, Das Vorerwerbsrecht der Mutteraktionäre beim Börsengang einer 
Tochtergesellschaft 242-246 (Mohr Siebeck, 2008) 참조.

138) Janet Cooper Alexander, “The Lawsuit Avoidance Theory of Why Initial Public 
Offerings Are Underpriced”, 41 UCLA Law Review 17 (1993); S. M. Tinic, “Anatomy 
of Initial Public Offerings of Common Stock”, 43 Journal of Finance 789 (1988) 참조.

139) 이에 관하여, Jeffrey N. Gordon, “The Mandatory Structure of Corporate Law”, 89 
Columbia Law Review 1549, 1557-1562 (1989) 참조.

140) Royce de R. Barondes, “Adequacy of Disclosure of Restrictions on Flipping IPO 
Securities”, 74 Tulane Law Review 883 (2000) 참조.

141) 1963년에 Greenshoe라는 회사가 이를 처음 활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Kowa-
lewski, 위의 책, 239; Jay R. Ritter & Ivo Welch, “A Review of IPO Activity, 
Pricing and Allocations”, 57 Journal of Finance 1795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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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세조종 규제의 용 제외 상이다.142) 

이 로세스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한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4. 외국증권시장 진출

기업이 자 조달을 자본시장에서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어느 수 을 넘게 

되면 한 나라의 자본시장에서는 필요한 자 을 다 조달할 수 없게 된다. 한 나라

의 자본시장에서 자 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나라

의 자본시장이 있다면 그 자본시장에서 자 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 융이 국제

화 되는 이유다.

여기서는 투자은행이 기업의 해외증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 화를 포함한 형 IPO는 물론이고 우량한 조건에 규모의 자 을 조달하기 

해서는 한 개의 증권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국제 인 네트워크를 보유

한 투자은행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복수의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상장시켜 거래되

도록 하는 데는 해당 국가들의 규제환경에 응해야 하는데 투자은행은 그 체

인 로세스를 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복수 국가의 규제환경에 응해야 

함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증권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

다. 해외 증권거래소 진출은 IPO의 경우도 있고143) 기존 상장기업이 컨  미

국에서 ADR이나 원주를144) 발행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다. IPO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와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STX팬오

션의 경우와 같이 해외(싱가포르)에서만 IPO를 했다가 후일 국내 시장에 상장하

여 2개의 증권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되기도 한다.

기업의 외국 자본시장 진출은 주로 DR (Depository Receipt)의 형식으로 이루

어진다.145) DR은 주식을 사용한 규모의 국제  M&A에서 M&A 융방법이기

도 하다. 보다폰의 에어타치 인수(1999), 다이믈러-벤츠의 크라이슬러 인수(1998), 

리티시 페트로리엄의 아모코 인수(1999) 등 미국기업을 상으로 한 형 국제

 M&A는 모두 ADR을 융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

142) Wolfgang Feuring & Carsten Berrar, “Stabilisierung”, Unternehmensfinanzierung am 
Kapitalmarkt, 위의 책, 1007 참조.

143) Ferran, 위의 책, 475-509 참조.
144) 정성구, 위의 논문 참조. 
145) Richard J. Coyle ed., The McGraw-Hill Handbook of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McGraw-Hill ,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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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되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벨 I, II, III와 144A146) 네 종류로 나 어진

다.147) 벨 I은 OTC에서 주로 거래되며 II, III는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된다. 144A는 기 투자자들이 PORTAL에서 거래한다. 벨 I과 144A의 발

행에는 발행회사 본국의 회계원칙을 사용한 공시서류가 사용되나 벨 II, III의 

발행에 있어서는 US GAAP을 사용한 공시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SEC에 등록해

야 한다. 이 네 가지의 발행 종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선택 가능성이기도 하며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가와 주식의 비정상수익률이 향을 받는다고 보고되

어 있다.148) 여기서도 기업 융이 지배구조와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음이 보인

다.149) ADR은 미국 내에서만 발행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국가

에서 DR을 발행할 경우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을 사용한다. 이는 미

국 내에서의 발행과 미국 외에서의 발행(증권법상의 Regulation S에 근거한다)이 

결합된 것을 가리킨다.150) GDR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물량은 벨 III나 

144A를 통해 발행된다. 세계 최 의 GDR은 1990년에 씨티은행이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을 해 발행했던 것이다.151)

기업 융과 법률의 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시사 인 목이 외국 증권

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의 자 조달이다. 종래 기업의 외국 증권시장을 통한 자

조달은 주식 유동성의 기반을 높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되다가 기업

들의 ‘법률 쇼핑’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그를 통한 융 여건의 개선을 해 

146) William K. Sjostrom, Jr., “The Birth of Rule 144A Equity Offerings”, 56 UCLA Law 
Review 409 (2008) 참조.

147) K. Thomas Liaw, The Business of Investment Banking: A Comprehensive Overview 
194-199 (2nd ed., John Wiley & Sons, 2006) 참조.

148) Darius P. Miller, “The Market Reaction to International Cross-listings: Evidence from 
Depository Receipts”, 51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3 (1999).

149) 외국 회사들의 미국 증권시장 진출과 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방대한 연구 문헌
이 있다. 특히, John Coffee, Law and the Market: The Impact of Enforcement (Work-
ing Paper, April 2007); Kate Litvak, “Sarbanes-Oxley and the Cross-Listing Premium”, 
105 Michigan Law Review 1857 (2007); Hwa-Jin Kim, “Cross-Listing of Korean 
Companies on Foreign Exchanges: Law and Policy”, 3 Journal of Korean Law 1 
(2003); von Hein, 위의 책, 300-305; Amir N. Licht, “Cross-Lis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Bonding or Avoiding?”, 4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2003) 참조.

150) 조민제 외, “해외증권 발행 공시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BFL 제28호(2008) 89; 
Gunnar Schuster, Die internationale Anwendung des Börsenrechts 352-365 (Springer, 
1996) 참조.

151) Liaw, 위의 책,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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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다는 이론이 등장하 다. 이에 해서는 회사의 자본구조에 한 설명에서 

언 하 고 필자가 다른 곳에서 많이 논의하 기 때문에152) 여기서는 상세한 논

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새로운 이론은 아직은 검증을 받는 단계에 있다. 특히, 

2002년 미국의 회계개 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회

사의 지 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153) 재로서는 외국 기

업들의 미국 진출 추세가 하락세라고 한다.154) 이는 기업들이 외국의 증권시장을 

통해 자 을 조달할 때는 국내에서의 경우보다 법률 인 제약 요건에 더 많이 

좌우됨을 어떤 방향으로이든 보여 다. 

V. M&A 금융

1. M&A와 금융

융은 M&A의 한 구성요소이지만 차 M&A의 실 여부, 성공여부를 결정

하는 결정 인 변수가 되고 있다. , 성공 인 M&A를 통해 기업규모와 시장

유율을 높인 회사는 다시 보다 좋은 조건에 의한 자 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는 다시 M&A 융, 나아가 M&A 역량에 향을 미친다. 특히, 자본시장의 사

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융능력을 가진 회사만이 M&A를 경 략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M&A 거래도 

축된다.155) 재무상태가 나쁘거나 융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형 M&A를 

시도하게 되면 주주들의 부정  평가가 따르고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며 그 반

의 상도 발생한다.156) , M&A 융 능력에는 재무  투자자나 연기 을 유

152) Kim, 위의 논문(Cross-Listing).
153) 김화진,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97, 125-126; Donald C. Langevoort, “The Social Construction of Sarbanes- 
Oxley”, 105 Michigan Law Review 1817 (2007) 참조. 

154) 예컨대, Kate Litvak, 위의 논문; von Hein, 위의 책, 722-731; Robert P. Bartlett III, 
“Going Private But Staying Public: Reexamining the Effect of Sarbanes-Oxley on 
Firms’ Going-Private Decis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09년 발표예
정) 참조.

155) “신용경색, 글로벌 M&A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나”, LG주간경제(2007년 8월 22일자) 
26; “KPMG 보고서, 글로벌 M&A시장 당분간 냉각”, 서울경제(2008년 7월 1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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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157) 한편, M&A는 기업집단을 만들어 내거나 확

장하기 때문에 에서 본 바와 같은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융상의 이 도 만

들어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우호 ,  M&A 시장이 양 , 질

으로 크게 성장하 으며 그에 수반해서 M&A 융시장과 기법도 선진국 수

으로 발 하 다. 여기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모펀드, 투자은행, 로펌 

등의 향력이 많이 작용하 다.

2. 대금의 지급방법과 금융

M&A 거래에서 주식매수 은  는 유가증권으로 지불된다. 과 다

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이 혼합된 패키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불방법의 결정

은 여러 가지 요인의 향을 받는다. 이자율과 주가 수 이 가장 큰 향을 미치

는데 그 외의 요인들도 주로 회사 외부의 경제  변수들이다. 의 지 방법이 

융방법을 결정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융방법이 반 로 의 지 방법 결

정에 향을 미친다. M&A 거래에 있어서 의 지 방법에 한 결정이 회사 

주주들의 이해 계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다.158) 특히 주식으로 

이 지 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에 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 지 방법 선택이 주주의 회사지배에 한 비례  이익에 직 인 향

을 미치게 된다. 외국에서 나타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의 지 방법과 그에 

한 법률 인 규제가 M&A를 추진하는 경 진과 주주들 사이에서 이해의 충돌

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159)

의 지불방법이 결정되면 그에 기 하여 M&A 융이 이루어진다. 으

로 을 지불하기 해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을 사용하거나 타

인자본에 의한 융방법인 신규 회사채 발행 는 융기 으로부터의 차입이 

156) “M&A 포기가 호재. 두산그룹주 급등”, 매일경제(2008년 8월 18일자) 참조.
157) “대우조선 인수 국민연금에 달렸다”, 매일경제(2008년 8월 18일자) 참조.
158) Robert F. Bruner, Applied Mergers and Acquisitions 571 (John Wiley & Sons, 2004) 

참조. 
159) 대표적인 사례로 타임-워너-파라마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타임은 주식을 발행해서 

워너와 합병하려고 하였는데 파라마운트가 인수 경쟁에 뛰어들자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현금거래로 M&A 방식을 바꾸었고 그로부터 주주들에 의한 소송이 
발생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김화진, “컨텐츠 전쟁: 미디어산업 글로벌 M&A와 분쟁”, 
스티스(2009/2); Jeffrey Gordon, “Corporations, Markets, and Courts”, 91 Columbia 

Law Review 1931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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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자기자본에 의한 융방법인 신주의 발행도 필요한 을 조달하기 

해 행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들이나 신규 투자자들에 한 주식발행 

방법이며 원칙 으로 M&A거래의 상 방에 한 주식발행은 아니다. 반면, 주식

으로 을 지불하기 해서는 자기자본에 의한 융방법인 신주의 발행이 이

루어지는데 이는 으로 을 지불하기 해서가 아니라 직  상 방에게 

신주를 발행해 으로써 주 을 납입 받지 않고 물출자에 한 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으로 을 지불하기 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을 회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으

로 지불하거나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 으로 지불하는 경우 회사의 

신용등 이 하락하거나 신규 회사채 발행 리가 상승하게 된다. 신주의 발행이나 

자기주식을 사용한 의 지 은 회사의 신용등 을 하락시킬 수 있지만 신규 

회사채 발행 리도 하락시킬 수 있다.160)

M&A 융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될 수도 있다. 컨 , 주식매매 을 연불로 

한다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지 하는 것도(Vendor Note) 융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도인 융은 매수인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기 시작한 후에 창출되는 수익으로 매매 을 지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를 Earn-out이라고 부른다.161) 이 방법은 인수 상 기업

의 수익력을 악하기가 어려울 때 주로 활용되는데 투자 기간이 상 으로 단기

인 사모펀드에 의해 잘 활용된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후에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때문에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단기에 창출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측에서 Earn-out에 동의하기가 쉽다. 이 방식의 단 은 매도

인이 기업을 매각한 후에는 사업에 향을 미치거나 사업의 내용을 악할 수 있

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과 그를 활용한 매매 의 지 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162) 정교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이유다.

3. 차입매수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는 사모펀드들이 기업인수시에 주로 활용한

다.163) M&A 융방법의 표 인 기법이다. , LBO는 증권시장에서 평가 

160) Bruner, 위의 책, 573-579 참조.
161) Eilers et al., 위의 책, 828-830 참조.
162) Bruner, 위의 책, 609-6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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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거나 회사채 신용등 이 낮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단이기도 하다.164) 기

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LBO는 고도의 경 능력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

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 으로 하면서 엄청난 재정  인센티 를 담보로165) 인

 자원이 발휘할 수 있는 최 한의 역량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다.166) 상법개정안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합병제도를 새로 채택하

는데167) 이는 LBO를 수반한 상장폐지거래를 진시킬 것이므로 LBO거래의 활

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LBO거래의 구조나 그에 따르는 실무 인 법률문제

들은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68)

그런데 법률이 특정 융방법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연계된 시장의 사활을 직

으로 결정한 좋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의 LBO에 한 평가이다. 례가 차

입매수에 해 부정 인 태도를 확립하고 있다면 최소한 당분간 이 융방법과 

련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할 수 없을 것이다. 례는 LBO거래를 배

임죄의 성립 가능성과 연결시켰고( 법원 제3부 2004도7027, 2006. 11. 9. 결) 

163)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245-258; Gilson & Black, 위의 책, 398- 
453; Kai Hasselbach & Adalbert Rödding, “Der fremdfinanzierte Unternehmenskauf”, 
Unternehmensfinanzierung: Gesellschaftsrecht, Steuerrecht, Rechnungslegung, 위의 책, 
799; Bodo Riegger, “Kapitalgesellschaftsrechtliche Grenzen der Finanzierung von 
Unternehmensübernahmen durch Finanzinvestoren”, 37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und 
Gesellschaftsrecht 233 (2008) 참조. 시장과 업계에 대하여는, George Anders, Merchants 
of Debt: KKR and the Mortgaging of American Business (BeardBooks, 1992) 참조.

164) LBO 거래와 채권자 보호 문제는, Christoph H. Seibt, “Gläubigerschutz bei Änderung 
der Kapitalstruktur durch Erhöhung des Fremdkapitalanteils”, 17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282 (2007) 참조.

165) Rainer Traugott & Regina Grün, “Finanzielle Anreize für Vorstände börsennotierter 
Aktiengesellschaften bei Private Equity-Transaktionen”, 52 Die Aktiengesellschaft 761 
(2007) 참조.

166) 사모펀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Brian Cheffins & John Armour, “The Eclipse 
of Private Equity”, 33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1 (2008); Ronald W. 
Masulis & Randall S. Thomas, Does Private Equity Create Wealth?: The Effects of 
Private Equity and Derivatives on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 September 
2008) 참조. 독일 사모펀드업계에 대해, Marc Siemens, Going Private unter Beteili-
gung von Finanzinvestoren in Deutschland (Gabler Verlag, 2003) 참조.

167)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Working Paper, 2008) 참조.
168) LBO의 제문제, BFL 제24호(2007) 참조. 바이-아웃거래의 경제적 효용에 관하여는, 

Luc Renneboog & Tomas Simons, Public-to-Private Transactions: LBOs, MBOs, MBIs 
and IBOs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Working Paper, 2005); Bernd 
Rudolph, “Funktionen und Regulierung der Finanzinvestoren”, 37 Zeitschrift für Unter-
nehmens-und Gesellschaftsrecht 161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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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가 단히 특수한 사실 계에 기 하 음에도 불구하고 LBO거래의 활

성화에는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보인다.169) LBO에 한 법률  단 문제

를 정리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견해들도 있으나 이 문제는 LBO

에 한 일률 인 법률  평가에서 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이 원래 가지

고 있던 배임죄 처벌 규정에 LBO가 와서 ‘부딪히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결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 실제 사례들은 사례 특유의 상황으

로부터 고소고발이 발생하고 사건화 됨을 보여주는 데 이는 법률  평가 가이드 

라인으로는 통제될 수 없다.

LBO는 상회사가 타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재무 으로 지원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 으로 지하는 법제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 회사가 자 지원을 하는 것을 명문의 규정으로 지하

기도 하며,170) 그에 따라 LBO가 그 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에 한 논의

가 있다.171) 우리 상법은 이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 한 자 지원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같이 취 될 수 없다는 학설

이 있다.172) 이 학설을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 한 자 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 측면에서 LBO가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

을 것이다.

169) 김화진⋅송옥렬, 위의 책, 254-257 참조. 이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발
표되었다. 전현정, “LBO와 배임죄-손해를 중심으로”, BFL 제24호(2007) 81; 강희주, 
LBO와 관련된 법률문제(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11.21.) 참조. 경
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해 일반적으로,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BFL 제19호(2006) 44; 이상돈,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법조(2003/5) 
61 참조.

170) 독일 주식법 제71a조 제1항. 
171) Robert Freitag, “ “Financial Assistance” durch die Aktiengesellschaft nach der Reform 

der Kapitalrichtlinie-(k)ein Freifahrtschein für LBOs?”, 52 Die Aktiengesellschaft 157 
(2007) 참조.

17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박영사, 2008),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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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1. 투자은행의 경제적 의의

규모 상장회사들의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융과 자본시장에 막 나오려 하는 

미래의 상장회사들의 기업 융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투자은행의 

조력을 받아 행해진다. 투자은행의 조력은 특히 국제 인 자 조달을 필요로 하

는 기업들에게는 필수 이다. 투자은행은 국제 융시장에서 자 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이 외국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해서 그 지 를 지속 으

로 유지하는 데 매개체가 된다. , 투자은행은 기업의 구조변경과 그 융에도 

여하며 략을 자문하고 실제로 자 을 조달해 다.

이러한 투자은행이 존재하고 기업 융과 자본시장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배

경은 무엇인가? 만일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후생 수 이 재보

다 낮을 것인가? 투자은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직 인 향을 미치는가? 

만일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이 피상 으로 기업 융에의 조력에 그친다면 그 

경제  의미는 정책 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은행

이 모종의 ‘제도’(institution)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융에 

구조 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로부터 법체계, 법제도, 법률이 기업 융과 자본시

장의 발달 정도와 그 패턴을 좌우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면 투자은행이 

갖는 경제정책  의의는 단히 클 것이다.173) 

이러한 투자은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해 최근 서구에서는 주목할 만

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투자은행은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며 정보를 통해 두 경제 주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그 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  활동, 즉, 투자를 발생시킨다. 그로써 투

자은행은 사회후생의 상승을 발하게 된다. 투자은행은 스스로의 이익을 

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증권의 가격에 향을 미치는 정보

173) 회계사, 변호사,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등의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는, John Coffee, Gatekeepers: The Professions and Corporate Gover-
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미디어의 역할은 Kathleen F. Brickey, 
“From Boardroom to Courtroom to Newsroom: The Media and the Corporate Gover-
nance Scandals”, 33 Journal of Corporation Law 625 (2008) 참조. 신용평가회사, 위
임장권유회사 등의 역할은 Paul Rose, “The Corporate Governance Industry”, 32 
Journal of Corporation Law 887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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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relevant information)를 함으로써 효율 인 자본시장에서 그 정보가 증

권의 가격에 반 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투자은행이 공 하는 ‘가격에 

향을 미치는 정보’는 특정 증권이 매출되기 , 나아가 발행되기 에 높은 가

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정보를 통해 기업( 는 기업가)와 투자자는 합리 인 재

원배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기업이나 투자자는 

증권이 발행되기 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 즉, 증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해 단할 방법이 없고 그 때문에 새로운 경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되게 된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일단의 사람들이 가격에 향

을 미치는 정보를 발굴하고 그를 시장에 할 인센티 를 가져야 한다. 그를 

해 가장 효율 인 방법은 정보에 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산권은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는데 정보에 한 그러한 권

리는 기술 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투자은행은 법외의 기구(extra-legal institu-

tion)로서 증권 발행시장의 효과 인 작동에 필요한 그러한 재산권을 창설하는 

비공식 인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은행의 경제  존립 의의는 바로 여기서 발생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투자은행과 투자은행산업 역시 법제도와 법률로 

그 경제  존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174) 

이 이론은 그 설득력을 입증하기 해, 그리고, 투자은행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 해 나갈 것인지를 평가하기 해 두 가지 각도에서의 고찰을 수반한다. 우

선,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역과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 으로써 투자은

행이 정보의 발굴과 공 에 실제로 재산권에 필 하는 경제 인 인센티 를 가

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둘째, 투자은행이 출 해서 발달해 온 역사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투자은행의 경제  존재 의의가 법률 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은 명확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복합 으

로 찰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들이다. 투자은행의 역사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정

리한 바 있다.175)

174) Alan D. Morrison & William J. Wilhelm, Jr., Investment Banking: Institutions, 
Politics, and Law 65-96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75) 김화진, “투자은행의 역사”, 증권 134호(2008) 94 참조. 또, Vincent Carosso, Invest-
ment Banking in America: A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각 투자
은행의 역사는, Ron Chernow, The House of Morgan: An American Banking Dynasty 
and the Rise of Modern Finance (Touchstone, 1990) (JP 모건); Lisa Endlich, Gold-
man Sachs: The Culture of Success (Time Warner Books, 1997) (골드만삭스); 
Patricia Beard, Blue Blood and Mutiny: The Fight for the Soul of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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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은행의 가치창출

상술한 IPO의 일종이지만 통상 인 IPO와는 달리 다루어지는 투자은행의 업

무 역이 국 기업의 민 화(privatization)이다.176) 시장에 처음 등장하는 벤처기

업들과는 달리 민 화 상인 국 기업들은 그 사업의 내용과 경 실  등이 시

장에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국 기업은 민 화 되는 경우에도 일부분은 계속 

정부에 의해 소유되기도 하고 정부의 직간 인 향 하에 운 되므로 가치평

가가 통상 인 IPO 기업들과는 다른 기 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 화 기업은 에

지, 기통신 회사를 포함하여 거의 언제나 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제

인 IPO가 필요하며 투자은행의 총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신디 이트를 통해 

험을 낮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1990년  이후로 동서유럽을 심으로 세계 으

로 민 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177)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 시가총액이 격

히 증가하 다.178) 거래량도 상응하여 증가함은 물론이다. 증권시장의 성장은 경

제의 성장으로 연결되고179) 그는 다시 기업 융의 필요를 발생시키므로 투자은

행은 성공 인 민 화 거래들을 통해 세계 경제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후생을 상

(William Morrow, 2007) (모건 스탠리); Edwin J. Perkins, Wall Street to Main Street: 
Charles Merrill and Middle-Class Inves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메릴 
린치); William D. Cohan, The Last Tycoons: The Secret History of Lazard Freres & 
Co. (Doubleday, 2007) (라자 프레레) 참조.

176) Jenkinson & Ljungqvist, 위의 책, 169-192 참조. 투자은행의 업무는 지역과 종교, 문
화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도 받지만, 반대로 보편적인 성격도 가진다. 세계의 모든 경
제는 투자은행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전되지 못하자 자체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지아, 홍콩 
등의 증권시장에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Iranian Privatization: New Banks Seek 
Way to Sidestep US Restrictions”, Financial Times (2008년 2월 11일자), 4 참조.

177) John C. Coffee, Jr.,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Lessons from 
Securities Market Failure”, 25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1999); Bernard Black, 
“Reinier Kraakman & Anna Tarassova, Russian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
nance: What Went Wrong?”, 52 Stanford Law Review 1731 (2000); Stephen Bainbri-
dge & Rado Bohinc, “Corporate Governance in Post-Privatized Slovenia”, 49 Ameri-
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9 (2001) 참조.

178) John C. Coffee, Jr., “The Future as History: The Prospect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93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41, 666-667 (1999) 참조. 

179) Ross Levine & Sara Zervos, “Stock Markets, Banks, and Economic Growth”, 88 
American Economic Review 537 (1998); Thomas Lagoarde-Segot & Brian M. Lucey, 
Equity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What Do We Know (IIIS Discussion 
Paper No. 18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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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제도와 법률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좌우한다는 명제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IPO 패턴을 비교함으로써도 확인될 수 있다.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미국 기업들의 IPO 시 에서의 평균연령은 5세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180) 이에 

비해 유럽 기업들은 IPO 시 에서 훨씬 더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이

태리 기업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태리 회사들은 IPO 시 에서 미국 

기업들에 비해 평균 8배 가량 규모가 크며 평균 6배 가량 오래되었다고 한다.181) 

IPO를 하는 유럽 기업들의 평균 연령이 40세라는 보고도 있다.182) 이러한 차이

는 소수주주 보호를 한 법제도가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보다 덜 발달했기 때문

에 신생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창업된 지 오랜 시

간이 지나고 규모가 커져서 그 자체 역량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창출하고 그런 

후에 IPO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183) 이는 세계 각국 기업들이 자국에서의 

IPO 보다 미국에서의 IPO를 먼  단행하는 상도 설명해 다.184)

VII. 기업금융과 내부통제185)

기업 융이 회사 사업의 성공에 큰 향을 미치고 기업 융은 법제도와 법률

의 테두리 하에서 개된다고 할 때 기업들로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제도와 법률

의 창의 인 활용뿐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상의 험 리이다. 이는 일

반 기업들뿐 아니라 투자은행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은행은 자체가 하나의 기

업일 뿐 아니라 기회주의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고객 기업들을 연결

180) Marco Pagano et al., “Why Do Companies Go Public? An Empirical Analysis”, 53 
Journal of Finance 27, 36 (1998). 

181) Pagano et al., 위의 논문, 61. 
182) Coffee, 위의 논문, 676, 각주 126 참조.
183) Coffee, 위의 논문, 676.
184) 이스라엘 기업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Coffee, 위의 논문, 675-676; Asher Blass et 

al., “Corporate Governance in an Emerging Market: The Case of Israel”, 10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79 (1998); Amir N. Licht, “David’s Dilemma: A Case 
Stud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a Small Open Market”,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73 (2001) 참조. 

185) 이 파트는 필자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회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2008)의 일부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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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는 지 에 있고, 상 으로 거액인 보수와 인센티 로 인해 내부 으로 

임직원들간의 이해 계가 복잡하게 개되고 충돌되므로 회사 내외의 여러 가지 

험에 노출된다. , 2008년 9월 미국 4 의 투자은행 리만 라더즈의 도산과 

뱅크오 아메리카의 미국 3  투자은행 메릴린치 인수에서 나타났듯이186) 생

융상품의 성시 인 에는 리스크 리의 실패가 거  투자은행의 몰락으

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통제는 기의 정착 단계에 있다.187) 일반 으로 아직 

내부통제에 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으며 비서실, 감사실 등에서 련 업

무를 담당한다. 융사고 등 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체계 인 내부통제

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통제에 한 실질 인 인식도 

통제 차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리스크 리 차원에서는 더더욱 인식 

수 이 낮다. 일부 규모 상장회사, 융기 들만이 인 의미에서의 내부

통제에 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감법 용 상기업들은 내부

회계 리제도를 운 해야 하므로 회계, 재무정보에 한 내부통제의 인식은 리 

정착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내부회계 리에 있어서도 아직 재무정보의 생산

과 검토가 별개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한다.

1.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최근 내부통제가 리스크 리 개념 하에서 그 의의와 범 가 정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한 세계 인 기 을 정립한 COSO 체제도188) 2004

186) “Turmoil on Wall Street Sprea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6, 2008, 
1; “월가 가장 극적인 지각변동. IB 몰락-상업은행 장악”, 이데일리(2008년 9월 15일
자) 참조. 

187) 안영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경영자 책임(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2005. 4) 참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상장회사들 중에는 공시통제모범규준을 참고
로 하여 공시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
소 상장기업들은 미국 회계개혁법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정비
를 필요로 한다.

188) Ralph C. Ferrara & John M. Czajka, “COSO: The Rise of the Phoenix?”, 27-4 Directors 
& Boards 12 (2003) 참조. COSO가 정립한 기준은 ‘COSO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로 불리며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한 나라의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과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된다. 독일에서도 독일 회계연구원(Institut der 
Wirtschaftsprüfer)이 COSO 체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독일 회계기준에 수용함으로써 
COSO 체제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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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에 기업의 리스크 리체제(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ERM)라

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내부통제의 개념 범 를 확 하 다. 우리나라의 내부회계

리제도모범규 에 의하면189) 내부통제제도는 통제환경, 험평가, 통제활동, 정

보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의 다섯 가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핵심

인 구성요소인 험평가에 해 동 규 은 회사의 목 달성과 업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의 련 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

하며, 사  수   업무 로세스 수 의 험식별, 험의 분석 응방안 수립, 

험의 지속  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시통제모범규 도 마찬가

지로 공시통제제도가 통제환경, 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의 다섯 가지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험평가에 해 동 

규 은 공시정보가 시장에 정확하고 완 하며, 공정하고 시의 하게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험에 한 평가를 의미하며, 험의 식별분류와 요성 측정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당해 험에 필요한 조치의 검토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한다.

국제 인 기 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재무  

정보뿐 아니라 비재무  정보도 포 하여야 할 것이며 재무  정보, 비재무  정

보 공히 그 결과뿐 아니라 그 산출 과정을 포함 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

다. 나아가,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된다면 그 제도는 융회사와 비

융회사를 아우르는 범 의 보편 인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비 융회사인 

상장법인들의 경우 지극히 다양한 사업을 함을 감안하여 포 인 동시에 

개별 사업의 특성도 배려할 수 있는 유연한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만, 회계와 재무와는 달리 비재무 역을 커버하는 내부통제제도는 개별 기업 사

Jochen Pampel & Dietmar Glage, “Unternehmensrisiken und Risiko- management”, in: 
Christoph E. Hauschka Hrsg., Corporate Compliance 81, 88 (C.H.Beck, 2007). 또, 
Christoph E. Hauschka, “Corporate Compliance-Unternehmensorganisatorische Ansätze zur 
Erfüllung der Pflichten von Vorständen und Geschäftsführern”, 49 Die Aktiengesellschaft 
461 (2004) 참조. COSO 체제는 내부통제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내부통제 논의에서도 이 COSO 체제와 그 발전 내용
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189) 서정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활용”, 기업지배구조리뷰(2005. 1/2), 7; 송인
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투명성”, 상장 연구 제53호(2006) 7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집(2007. 12); 김성범, “내부회계관리제
도 모범규준 해설”, BFL 제13호(2005)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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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범규 이나 법령은 큰 원칙들만을 제시하

게 되고 세부 인 내용은 각 상장법인들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여기서 각 업종별 회가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190) 방법론으로는, 

행 외감법상의 내부회계 리제도와 각 융규제법상의 내부통제기   법

감시인 제도를 결합하고 국제 인 기 으로 통용되는 COSO 체제의 내용과, 

COSO 체제의 발  변형인 ERM을 참고로 한 모범규 이나 상법 개정안이 

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융 과정을 포함한 기업의 제반 험발생 요인을 커버하는 내부통제제도

의 도입을 해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 이사의 리스크 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일부로서 리스크 리 의

무를 이미 인정해 온 바 있으나191) 독일은 기본법에 속하는 주식법을 개정하여 

리스크(Risiko)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 다. 독일 주식법 제91조 제2항은 회

사의 집행이사진은 내부감시장치의 설치를 포함하여 회사의 존속에 한 험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192) 이 조항

은 리스크 리의 개념을 법령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독일 주식법은 상장, 비상

장법인에 공히 용되는 것이며 상장법인에 해서는 독일 기업지배구조모범규

에 의한 추가 인 규제가 있다.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 은 그 제4.1.4조에

서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기업의 한 리스크 리와 리스크통제에 유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93) 즉, 주식법은 회사의 존속에 한 험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Überwachungssystem)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규 은 그 

감시시스템이 리스크통제(Risikocontrolling)와 리스크 리(Risikomanagement)로 구

190) Christoph E. Hauschka Hrsg., Corporate Compliance 651-798 (C. H. Beck, 2007) 참
조(금융, 제약, 화학, 환경, 건설, 인터넷, 운송 등). 한 회사 내에서도 업무별로 특수
한 내부통제 고려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마케팅 부서와 인사관리 부서, 구매
부서, 품질관리 부서 등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부통제가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위
의 책, 319-455 참조.

191) Risk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Wachtell, Lipton, Rosen & Katz, 
November 2008) 참조.

192) 원문: “Der Vorstand hat geeignete Massnahmen zu treffen, insbesondere ein Über-
wachungssystem einzurichten, damit den Fortbestand der Gesellschaft gefährdende 
Entwicklungen früh erkannt werden.”

193) 원문: “Der Vorstand sorgt für ein angemessenes Risikomanagement und Risikocon-
trolling im Unternehmen.” Henrik-Michael Ringleb et al., Kommentar zum Deutschen 
Corporate Governance Kodex 179-185 (3. Aufl., C. H. Beck,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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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으로만 보면, 주식법 제9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감시시스템의 설치 목

은 회사의 존속에 한 험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의 입법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에 의하면, 감시시스템은 회사의 존속에 한 험의 조기

식별을 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 인 작동을 통제하는 데 그 목 을 둔다. 구체

으로는, 감시시스템은 내부감사 시스템과 콘트롤링 시스템이 제 로 설치되었

는지를 확인하고 내부감사 시스템과 콘트롤링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험이 

시에 경 진에게 달되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회사 내부의 업

무 분장과 책임소재가 정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보고의무와 문서작

성의무가 각 부서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제91조 제2항

이 경 진에게 범 한 리스크 리 시스템 구축의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논

란이 있다. 경 학자들과 회계실무는 그를 정하고, 법학자들은 그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94)

2. 투자은행의 내부통제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은 내부통제기   법감시인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내부통제라는 용어는 증권회사의 업과 련하

여 임직원들이 수해야 할 행 규범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부통제라는 측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좁게 그 기능을 설정한 셈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스

크 리 개념을 기 로 내부통제를 넓게 정비하게 되면 투자은행들도 그에 의거

하여서 내부통제와 법감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투자은행

에 특유한 내부통제 련 이슈들이 있는지에 해서만 간략히 언 한다.195)

투자은행의 내부통제에 있어서 가장 요한 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이

해상충에 한 내부통제일 것이다.196) 이는 일반 회사나 은행 등 다른 융기

194)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1038; Münchener Kommentar Aktiengesetz 414 (2.Aufl., 
C. H. Beck, 2004) 참조.

195) Stefan Gebauer, “Compliance-Organisation in der Banken-und Wertpapierdienstleistungs- 
branche”, in: Corporate Compliance, 위의 책, 651 참조. 

196) 김화진, “투자은행과 이해상충”,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2007); Andrew Tuch, “Invest-
ment Banks as Fiduciaries: Implications for Conflicts of Interest”, 29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478 (2005) 참조. 투자은행의 기업금융부서와 애널리스트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관하여는 무수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최신 문헌으로, Jill E. 
Fisch, “Does Analyst Independence Sell Investors Short?”, 55 UCLA Law Review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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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정도가 투자은행의 경우보다 덜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투자은행들

은 이해상충에 한 내부통제 문제를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 이해상충은 투자은

행의 고객들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고객과 투자은행 자신 간에 발생할 수도 있

는데 이것은 투자은행의 업무 역이 상술한 바와 같이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이

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해상충 문제를 만족스럽게 규율하기 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은행들은 그러한 법률상의 규제를 떠나, 자체 리스크

리를 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험요소로서의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을 

한 이해상충등록부의 활용이 시스템의 표 인 구성요소이다. 이 등록부는 기

서류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는 주요 고객들의 신상정보와 투자은행

과의 계, 투자은행 내에서 각 고객별로 표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고 투자은행이 M&A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이 아닌) 

회사에 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197) 

투자은행의 모든 부서는 모든 새로운 사업, 투자, 고객에 한 정보를 컴 라

이언스에 통보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 에 체크해야 한다. 더 이상 인 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고객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 에 이해상충을 확인함으로써 제3

자에 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사 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컨 , M&A 거래에 한 자문 로젝트를 수주하기 에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M&A 상 기업에 한 기 정보가 불필요하게 

투자은행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유입된 정보는 추후 다른 

거래에서 해당 투자은행이 배제 당하게 하는 험을 내포한다. 투자은행의 규모

가 클수록 이 문제는 견고한 차이니즈 월(Chinese Wall)과198) 같은 시스템을 통

(2007) 참조.
197) Gebauer, 위의 논문, 659. 국내에서 투자은행의 이해상충이 가장 첨예한 쟁점의 형태

로 다루어진 것이 골드만삭스의 진로채권 인수사건이다. 진로는 2005년 7월에 하이트
맥주에 의해 3조 4,000억원에 인수되었는데 골드만삭스는 당시 약 1조 5,000억원 규
모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이 채권은 액면가의 20% 수준에서 매입된 것이다. 이 사건
은 골드만삭스가 1997년 위기 상태의 진로와 구조조정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문제로 비화하였다. 즉, 골드만삭스가 구조조정컨설팅계약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기밀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부실채권 매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로는 2003년 6월 골드만
삭스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자문 부문과 채권인수 부문간 
정보의 교류를 엄격히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을 잘 구축하고 있다는 골드만삭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데일리(2008년 8월 20일자) 참조.

198) Charles Hollander & Simon Salzedo, Conflicts of Interest & Chinese Walls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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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199)

VIII. 맺는 말

효율 인 기업 융은 회사의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가

시킨다. 그러나, 기업 융은 기업지배구조라는 제약 요건 하에 그 방식과 규모, 

타이 이 결정된다. 이 에서는 기업 융의 모든 측면이 기업지배구조와 연결되

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간의 이해

계를 조 하는 수단이지만 일차 으로는 상장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그 목표로 

한다. 투자자 보호는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와 해당기업이 자 을 조달하는 

국외의 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에 의해 그 내용과 범 가 정해진다. 세계 각국이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이유들  하나는 기업 융과 자본시장의 발 이다. 

특히, 륙법계 법제도에 비한 미법계 법제도의 기업 융과 자본시장 발달에

의 기여 측면에서의 우월성이 이제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므

로 우리나라,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의 제도를 염두에 둔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기 에서 이 에서는 기업 융에 한 제도를 우리의 실정법내용과 

함께 경제학  시각에서 반 으로 살펴보았다. 회사법을 심으로 한 우리나라

의 제도는 외 상으로는 미의 제도에 고도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

인 수렴 상의 일부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상징하는 

자본시장 제도의 업그 이드와 투자은행 육성 노력도 그를 뒷받침 한다. 이는 역

시 기업 융의 국제화, 자본시장의 세계  통합, 국제  M&A의 증가, 회계기

의 국제  통일, 재무 리이론과 경 학 교육의 보편성 확  등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세계  수렴 상과 같은 동인에 의

한다.200) 향후 제도의 실질 인 작동이 기업 융의 실무에 어떻게 반 되는지를 

Sweet & Maxwell 2004) 참조.
199) 내부통제 시스템과 기업법무실의 역할에 관하여는 Christoph E. Hauschka, “Rechtsab-

teilung”, in: Corporate Compliance, 위의 책, 311 참조. 내부통제의 법정책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화진, 이사회 제2판(박영사, 2007), 272-297 참조. 캐어마크 사건에 관한 
최신 논문이 있다. Hillary A. Sale, “Monitoring Caremark’s Good Faith”, 32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7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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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사법의 극히 일부인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상의 제도들을 심으로 하는 서베이는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법제도의 실질  효력을 담보하는 집행력 확보를 한 제

반 메커니즘을 제 로 악하기 해서는 공법  규제와 형법까지 그 연구의 

상이 되어야 한다.201) 

그리고, 기업 융에 있어서 이제 독자 인 제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 받

기 시작한 투자은행의 업무 역과 각 업무 역에서 법률  고려가 차지하는 

비 도 향후 계속 인 학술  찰을 필요로 한다. 세계 인 융 기로 리만

라더즈를 포함한 투자은행들이 몰락하고 골드만삭스조차 은행지주회사로 환

되면서 투자은행에 한 회의론이 발생했으나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투자

은행이 수행해 온 고유의 역할은 군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융 일반과 투자은행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험을 리하기 한 내부통제에 

한 입법조치가 자율규제 는 상법의 정비를 통해 비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8. 11. 25   심사완료일 2008. 12. 9   게재확정일 2008. 12. 12

200) Ronald J. Gilso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119 Harvard Law Review 1641, 1673-1678 (2006); 
Coffee, 위의 논문(Dispersed Ownership); Coffee, 위의 논문(Future as Histor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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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porate Finance from a Legal Perspective

Hwa-Jin Kim*

202)

This Article surveys the law and finance literature recently produced by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Korea. This litera-

ture was initiated by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 (LLS&V) 

that examined the role of law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and found the importance of strong investor protections in financial development.  

Drawing from this literature, the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including the Draft New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Throughout the Article, special atten-

tion has been given to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Comparing the Korean corporate finance system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tries to show that the Korean system converges 

into the one shaped by the global standards.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for corporate finance and suggests a further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or creation of the appropriate 

codex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Key words: Corporate Finance, Capital Market, Internal Control, 

Risk Management, Commercial Code, M&A,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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