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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상법개정안 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26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를 미국법과 독일법을 비교하면서 살펴 본 것이다. 상법개정안 제523조의 제4

호에 의한 합병제도도 같이 논의한다. 이 제도들은 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이념  기 에 일  변 을 

가지고 온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단체의 구성원이라기 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로 그 성격을 새로 규명 받게 된다. 이 제도들은 미국법을 계수한 것인데 

이 논문은 미국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지배주주의 충

실의무를 인정하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수 여부를 단하는 총체 인 공정성 

기 을 같이 도입해야 비로소 제 로 기능할 것임을 보인다. , 이 논문은 상법개

정안의 규정이 독일법의 내용과는 달리 강제매수의 계약  측면과 회사법  측면

을 분리하지 않고 있음을 지 하고 그 보완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소수주

식의 가치평가에 한 상법개정안의 규정 내용이 단히 부족하며 기존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한 규정을 그 로 답습하고 있는 

데서 향후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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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상법개정안은 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26까지를 신설하여 소수주식의 강제

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법개정 제안이유에 의하면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

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발행주

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

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상법개정안은 제523조의 제4호를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합병 시 존속하

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길

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이른바 현금합병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금합병을 활용

하면 합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제360조의24 이하의 규정에 의한 

강제매수에 의한 경우(5%)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33%)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

고, 따라서 현금합병제도도 넓은 의미에서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포함시

킬 수 있다.

상법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현금합병제도는 미

국 회사법에서 발달되어 온 스퀴즈-아웃(Squeeze-Out)을 계수한 것이다. 스퀴즈-

아웃은 2001년에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에도 계수된 바 있다. 이 제도는 사모

펀드(PEF)들의 기업인수 후 상장폐지거래(Going-Private Transaction), 차입매수

(LBO)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대단히 유용한 제도인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은 회사법의 이념적 기초에 일대 변혁을 가지고 오는 사건

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제 단체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자로 그 성격이 새로 규명되게 되었다.1) 또, 독일에서 그러하였듯이 이 제도는 

위헌 시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1) Holger Fleischer, “Das neue Recht des Squeeze out,” 31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757, 766-767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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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이 개정되어 향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용

하게 활용되고 관련 법리가 발달되어 나가는 데 필요한 미국법과 독일법의 지식

과 정보, 경험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독일법의 경험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전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

에 대단히 유용한 자료이다.2) 그리고, 상법개정안이 미국법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제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

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만일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계수가 이루어지는 것

이라면 입법과 판례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본다. 

II. 강제매수제도

1. 강제매수제도의 역사 

넓은 의미에서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미국법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제도이다.3) 중국도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4) 다만, 미국 외에서는 

현금합병의 허용을 통한 강제매수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수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매수제도가 주류를 이룬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

도는 90% 지분요건 또는 95% 지분요건의 차이와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이를 허

용하는지의 여부, 공개매수와 결부된 것만 허용하는지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

소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5) 

강제매수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제도는 미국에서 합병 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닌 현금을 소멸회사 주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를 허용하는 입법의 형태로 형성, 발달되어 왔다. 1920년대 중반까지 

미국 회사의 주주들은 지배주주의 의도에 저항하여 회사에 주주로 남아있을 수 

2) 독일의 미국 회사법 계수에 관하여, Jan von Hein, Die Rezeption US-amerikanischen 
Gesellschaftsrechts in Deutschland (Mohr Siebeck, 2008); Mathias M. Siems, Die 
Konvergenz der Rechtssysteme im Recht der Aktionäre (Mohr Siebeck, 2005) 참조.

3) Siems, 위의 책, 274-275. 
4) Siems, 위의 책, 274.
5) 오스트리아법은 Franz Althuber & Astrid Krüger, “Squeeze-out in Österreich,” 52 Die 

Aktiengesellschaft 19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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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향유하였는데 1920년대 중반에 플로리다 주가 현금합병을 허용함으

로써 회사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6) 델라웨어 주가 1957년에 간이합병의 

경우 그를 허용하였고 1967년에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도 그를 허용하였다.7) 그 

후 미국 대다수의 주가 현금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강제적 축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제매수는 델라웨어 주 법원이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요구되는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판례에 의해 

그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왔다.8)

미국에서 강제매수가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다. 당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

작하였는데 강제매수는 그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식이 저평가 된 

상황을 이용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로부터 강제매수를 통해 부를 편취할 가

능성이 염려되었다.9)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은 회사의 합병에 주주들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합병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문제는 ‘소수’ 

주주 축출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SEC는 1979년에 지배주주들에게 강

제매수에 즈음하여 강력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SEC Rule 13e-3를 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델라웨어 주 법원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강제매수

에 대한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정교한 절차적 장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현금합병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상법개정안 규정이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수주

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매수는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

와 회계개혁법의 여파로 인한 상장비용의 증가 때문에10)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11) 한 보고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의 시기에 미국에서는 

6) Elliott J. Weiss, “The Law of Take Out Mergers: A Historical Perspective,” 56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624, 627-629 (1981) 참조. 

7)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Section 251.
8) Ronald Gilson & Bernard Black,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 

1254-1269 (2nd ed., Foundation Press, 1995) 참조. 
9) Guhan Subramanian, “Fixing Freezeouts,” 115 Yale Law Journal 2, 9-10 (2005) 참조. 

10) 이에 관하여는 김화진, “재무이사(CFO)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서울 학교 법학 제49
권 제2호(2008) 97, 125-126; Donald C. Langevoort, “The Social Construction of Sarbanes- 
Oxley,” 105 Michigan Law Review 1817 (2007) 참조. 상장회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241-243;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 159,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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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8건의 강제매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12)

2. 강제매수의 유형

이 글에서는 강제매수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상법개정안의 관련 규정에 의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모든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다.13) 이렇게 보면, 강제매수의 첫 번째 유형은 현금합병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인

수를 위해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인수대상회사와 합병시키면서 

인수대상 회사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합병

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강제로 회사에서 축출되게 된다.14) 물론, 소수주주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매수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에 반대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합병

에 찬성하는 주주들의 경우 ‘강제로’ 축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합병 후 회사

의 주주로 남지 못하는 점에서는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과 같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 상법도 1998년에 제527조의2로 이미 도입한 간이합병이

다. 90% 이상의 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서 자회사 주

주총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으며 간이합병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에

게 합병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고 소수주주는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된다. 
이는 일반적인 현금합병의 특수한 유형이지만 자회사의 소수주주에게는 합병에 

11) 그러나, 종래 상장폐지거래를 주도하던 사모펀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Brian Cheffins 
& John Armour, “The Eclipse of Private Equity,” 33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1 (2008) 참조.

12) Guhan Subramanian, “Post-Siliconix Freeze-outs: Theory and Evidence,” 36 Journal of 
Legal Studies 1 (2007) 참조. 

13)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부분적으로 주주를 회사에서 축출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를 강제매수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Martin 
Schwab, Das Prozessrecht der gesellschaftsinterner Streitigkeiten 283 (Mohr Siebeck, 
2005) 참조. 

14)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것이다. 이를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라고 부른다. Robert F. Bruner, 
Applied Mergers and Acquisitions 547-563 (John Wiley & Sons, 2004) 참조. 삼각합병
계약에는 모회사, 자회사, 인수대상 회사 등 3자가 당사자가 되고 주식은 보통 자회사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우리 상법은 제342조의2
에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법개정안은 합병대가가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제523조의2). 
따라서, 우리 상법상으로도 삼각합병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가 직접 인수 
대상회사, 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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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반 의사표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축출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현물출자 해서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된 

회사가 90% 이상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간이합병을 실행함으로써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15)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상법도 제44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주식분할(reverse 

stock split) 또는 주식병합이다. 회사가 일정한 이유에 의해 주식을 병합하게 되

면 1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생기게 되고 그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불

하게 되면 주주는 강제로 회사에서 축출된다. 우리 상법의 경우 주식병합에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그에 반대하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주는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된다. 미국에서는 주식병합이 소수주주 축출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그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

는다고 한다.16)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주주 축출의 전형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관련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관한 원칙적 합의 ② 회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들로 구성

된 특별위원회 구성17) ③ 특별위원회의 투자은행 및 법률자문 선임 ④ 지배주주

와 특별위원회간의 매수가액을 포함한 거래 조건 협상 ⑤ 거래조건 합의 후 이

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⑥ 현금합병 집행. 또는, ⑤ 지배주주의 회사지분 90%에 

대한 공개매수 ⑥ 이사회의 주주들에 대한 청약권고 발표 ⑦ 공개매수 종료 ⑧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⑨ 간이합병 집행.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소수주주의 

축출이 델라웨어 주의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바로 현금합병으로 이

루어지거나, 아니면 1단계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2단계의 간이합병으로 이루어진다.

3. 강제매수제도의 경제학

소수주식의 강제매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18)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

업인수 후 지배주주가 기업인수의 결과로 발생하는 시너지 이익을 독점하기 위

15) Hanno Merkt & Stephan Göthel, US-amerikanisches Gesellschaftsrecht 611-612 (2. 
Aufl.,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06). 

16) Merkt & Göthel, 위의 책, 612. 
17) William Allen et al.,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515-516 (2nd ed., Wolters Kluwer, 2007) 참조. 
18) Gilson & Black, 위의 책, 1237-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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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자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제거함으로써 운영상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을 폐지함

으로써 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상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19) 그런데 누구도 주주를 회사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축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더라도 소

수주주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만이 

그를 가능하게 한다. 강제매수제도가 없으면 사모펀드들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LBO나 MBO 거래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모펀드들

의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20) 강제매수제도는 그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강제매수는 문자 그대로 해당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주식의 매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해당 주주의 입장에

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 부과에 관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크다.21) 즉, 택스-플래닝(tax planning) 상의 불확실성 요인

이 되고 보유 주식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 강
제매수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구주주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 해야 하는데 

그로부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매수 당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주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제매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출되는 소수주주가 입는 불이익이나 경

제적인 부담보다는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기대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라 할 것이

다. 즉, 주주는 회사 사업의 추세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며 그에 일정한 방식으로 기여하기도 하는데 특정 시

점에서 그를 강제로 차단 당한다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일정한 이익을 상

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특정 주주는 저평가된 회사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지불

하면서 주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평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 주주를 강제로 회사에서 축출하게 

19)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Structure of Corporate Law 
134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20) 이에 관하여는, 김화진⋅송옥렬, 위의 책, 248; Luc Renneboog & Tomas Simons, Public- 
to-Private Transactions: LBOs, MBOs, MBIs and IBOs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Working Paper, 2005) 참조.

21) Robert C. Clark, Corporate Law 504-505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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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아무리 공정한 가액, 나아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주주는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게 된다.22) 미국의 판례는 이 점을 

배려해서 특정 회사에 주주로서 남아있고자 하는 주주의 희망이 법률적으로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기도 한다.23) 강제매수제도는 주주를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단순한 투자자로 취급하는 제도이며 주주를 단체의 구성원으로 

취급해 온 종래의 회사법과는 친하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제도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 있어서

의 지배주주 통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24) 이 제도는 회사법 

상의 제도로서는 드물게 주주들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율하며 그에 회사의 주

주총회를 결부시키고 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대개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므로 이 제도는 지배주주가 회사와 연계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컨대, 내부자인 지배주주는 회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저평가 된 시점을 택해서 당시 시점에서

는 충분히 공정한 가격에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향후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때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또, 강제매수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이

용하여 소수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지위 자체를 박탈할 수 있

게 한다. 이 때문에 클락 학장은 ‘내부자의 제국주의’(insider imperialism)라는 표

현을 쓰고 있다.25)

III. 미국법

1. 판례의 발달과정과 내용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에 관한 미국 회사법은 대단히 흥미 있는 양상으로 다이

22) Clark, 위의 책, 505-506. 
23) Singer v. Magnavox, 380 A.2d 969, 977-978 (Del. 1977); Clark, 위의 책, 506 참조. 
24) Ronald J. Gilso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119 Harvard Law Review 1641 (2006); Ronald J. Gilson, 
“Controlling Family Sharehold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choring Relational 
Exchange,” 60 Stanford Law Review 633 (2007); Luca Enriques & Paolo Volpin,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21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7 (2007) 참조.

25) Clark, 위의 책,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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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믹하게 발전되어 왔다.26) 소수주주의 강제매수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은 사업상

의 목적 없이 순전히 소수주주를 회사로부터 축출하기 위해 행해지는 강제매수

의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논

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법 상 지배주주는 우리 회사법과는 달리 회사

와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27) 따라서,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

배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주주도 주주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거나 기타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 문제는 쉽

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소수주식의 강제

매수가 자리한다.

미국법 상 지배주주가 회사와 소수주주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성이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를 중심

으로 발달되어 온 관련 판례법은 이 공정성의 기준을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의 

공정성(fair price)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fair dealing)에도 확장하여 적용

함으로써 이른바 ‘총체적인 공정성’(entire fairness)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 기준은 

1977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inger v. Magnavox Co. 판결에서28)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는 TMC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26) 이 파트는 Clark, 위의 책, 518-528; William Allen et al., 위의 책, 496-523을 주로 참
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추가적인 자료는, Ronald J. Gilson & Jeffrey N. Gord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152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785 (2003); Victor Brudney & Marvin A. Chirelstein, “A Restatement of Corporate 
Freezeouts,” 87 Yale Law Journal 1354 (1978); Edward F. Greene, “Corporate 
Freeze-out Mergers: A Proposed Analysis,” 28 Stanford Law Review 487 (1976); 
Arthur M. Borden, “Going Private-Old Tort, New Tort or No Tort,” 49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987 (1974); Faith Stevelman, “Going Private at the Intersection 
of the Market and the Law,” 62 Business Lawyer 775 (2007);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Going-Private Transactions: A Practitioner’s Guide,” 30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437 (2005) 참조. 

27) Allen et al., 위의 책, 306-307 참조. 이를 인정하고 그 의무의 내용을 발달시킨 대표
적인 판결은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 (Del. 1971). 논문으로, J. A. C. Hetherington, “Defining the 
Scop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Responsibilities,” 22 Wake Forest Law 
Review 9 (1987); Steven M. Haas, “Toward a Controlling Shareholder Safe Harbor,” 
90 Virginia Law Review 2245 (2004) 참조.

28) 380 A.2d 969 (De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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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통해 Magnavox라는 회사 주식의 84%를 주당 9달러의 가격에 공개매

수를 통해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Magnavox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같은 

9달러의 가격에 의한 자회사와 Magnavox의 현금합병을 통해 강제매수하였다. 이

에 대해 원고는 합병의 무효와 손해배상을 소구하였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순

전히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현금합병은 해당 회사법 규정의 

남용에 해당하며 그러한 합병은 충실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적절한 구제

조치를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합병이 사업

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더하여, 총체적으로 공정한 것이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고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권리는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해

의 Tanzer v. International General Industries, Inc. 판결에서29) 델라웨어 주 대법

원은 Singer 사건의 판지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의(bona fide)

에 의하고 소수주주에게 총체적으로 공정한 현금합병은 지배주주의 사업적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다음 해의 한 1심 판결

은 지배주주가 주장하는 사업적 목적은 실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고 판례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30) Singer 원칙은 곧 간이합병에도 적용되게 

되었으며31) 다른 주의 법원들도 델라웨어 주의 판례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32)

1983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Weinberger v. UOP, Inc. 판결은33)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에 관한 법리를 한층 더 

발전시킨 판결로도 평가된다. 주식가치의 평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34) 이 판결

29) 379 A.2d 1221 (Del. 1977). 
30) Young v. Valhi, Inc., 382 A.2d 1372 (Del. Ch. 1978). 
31) Roland International Corp. v. Najjar, 407 A.2d 1032 (Del. 1979). 
32) Clark, 위의 책, 522 참조. 
33) 457 A.2d 701 (Del. 1983). 이 판결에 대하여는 8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1, 59, 83, 98 (1983)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조: Elliott J. Weiss, “Balancing Interests in 
Cash-Out Mergers: The Problem of Weinberger v. UOP, Inc.” 등).

34) 그에 관하여는, 김화진⋅송옥렬, 위의 책, 138-140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래의 
가중평균 방식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금융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모든 
가치평가기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천명하였다. 주식의 가치평가는 방대
한 분야이다. Bruner, 위의 책, 205-528 참조. 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미국 판례법은 
Bernard Black & Reinier Kraakman, “Delaware’s Takeover Law: The Uncertain Search 
for Hidden Value,” 96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5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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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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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가지 중요 판시는 다음과 같다.35) 첫째, 법원은 모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서 모회사(자회사의 지배주주)와 모자회사의 이사들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에 대

해 충실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하였다. 이 충실의무의 주체들은 해당 합병의 총체

적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궁극적인 입증책임

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원고도 해당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일응의 증거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만일 소수주주들의 다수가 

충분한 정보에 의해 합병을 승인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입증책임은 전환된

다고 하고, 그러나 소수주주들의 다수가 충분한 정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였

음은 역시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이 사건에서 법원은 Singer 판

결이 제시한 사업적 목적 판단기준을 폐기하였다. 즉, 지배주주의 사업적 목적 

보유 여부는 합병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법원

은 총체적인 공정성 기준에 공정가격과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여 공정성 개념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다. 넷째, Singer 판결과는 달리 법원은 강제매수를 통한 합

병에 있어서 소수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

고 판결하였다. 즉, 원고는 합병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합병이 사기적 방법, 부실공시 등 위법, 부당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구제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 네 번째 부분은 공정성의 기준, 입증책임 등 기존의 모든 법리를 무의미

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36) 1985년의 한 판결에서 폐기되었다.37)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소수주주의 축출이 델라웨어 주의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바로 현금합병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1단계로 90% 이

상의 지분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2단계의 간이합병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금합병의 경우 사법적 심사에 적용되는 총체적 공정성 기준은 두 단계

로 나누어 진행되는 공개매수 후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 2001년에 등장하였다.38)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스퀴즈-아웃의 경우 소수

Value and Earnings Value in the Appraisal of Corporate Stock,” 55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1031 (1982) 참조. 

35) Clark, 위의 책, 525-527. 
36) Clark, 위의 책, 526-527 참조. 
37) Rabkin v. Phillip A. Hunt Chemical Corp., 498 A.2d 701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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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은 공개매수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청약을 거부함으로써 공개매수

를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배주주는 현금합병의 방법을 사

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수주주들의 이익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39)

이상에서 살펴 본 미국법의 내용에 의하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

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총체적인 

공정성 기준이 같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

다.40)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론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으

38) In re Siliconix Incorporated Shareholder Litigation, 2001 WL 716787 (Del. Ch. 2001).
39) Subramanian, 위의 논문(Post-Siliconix Freeze-outs) 참조. 
40) 현대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는 회사법의 특정 조문, 개정안, 판례, 해석론 등을 긍정적

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효율성(efficiency) 개념을 널리 사용한
다. 효율성에 기초한 기업가치의 상승, 자본시장의 발전 등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특
정한 경제정책과 그 구체적인 형태인 법조문의 입안, 개폐, 해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 효율성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Allen et al., 위의 책, 4-5). 
파레토(Pareto) 효율성과 칼도어-힉스(Kaldor-Hicks) 효율성이다. 후자에 의하면, 어떤 
행위나 규칙은 그로 인해 손실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은 후에도 최
소한 한 사람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면 효율적이다. 이 개념은 만일 어떤 행위나 
규칙의 결과로 사회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총합이 수치로 확인될 수 있다면 이익
이 손실보다 큰 경우-즉, 관련 당사자들 전체의 부가 증가한 경우-그 행위나 규칙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wealth maximization)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회
사법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칼도어-힉스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효율성을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고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효율성 개념은 학자들의 학술적 논문이나 법률
의 제-개정 작업에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법관은 법을 만들지 않고 적용할 뿐이라
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재판과정과 결정에서 종종 정책적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함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효율성의 개념이 아직 법학적인 개념이 아닌 외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Allen et al., 
위의 책, 7-8). 법관은 정보의 비대칭성, 전략적 행동, 불완전한 시장 등의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추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나 편익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효율성 
기준을 판결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개념들은 판결을 평가하는데만 유용하다. 미
국에서도 효율성의 개념이 법관들의 판결에 전면적으로 등장할만큼 법관들의 경제학
적 분석이 널리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실제로 법관이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서 효율성 개념을 활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의 법관들도 전문적인 기법들을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정책적
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그 결정을 뒷받침해 왔다. 특히, 회사법의 영역에서 공정성의 개념은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공정성 개념으로 정의된다. 현대의 회사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궁극적
인 지향점으로 하기 때문에-Ronald Gilson, “Separation and the Function of Corporation 
Law,” 2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143 (2005) 참조-공정성의 개념은 결국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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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기도 했고 판례도 이를 다룰 

기회가 없었던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강제매수와 관

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례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제매

수에 관한 분쟁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향후의 분쟁은 상법이 새로 도입하려는 강제매수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법이 역시 새로 인정하려는 현금합병의 경우에(제523조 제4

호)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는 95% 지배주주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현금합병은 특정 회사나 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상회사와 합병하도록 하면서 1/3 미만의 주주가 반대하는 모든 경우

에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국법이 발달

시킨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공정성 판단기준 등은 일반 현금합병의 경우에 더 긴

요하게 참고 가치가 있게 된다. 현재 우리 상법의 해석론이 알고 있는 합병비율

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41) 새로운 차원에서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2.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42)

상법개정안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제523조 제4호). 

즉, 현금합병을 새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인 주주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인 경우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해서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 합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

에게 현금을 지불하면서 간이합병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분 요건에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지배주주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간이합병이 더 간

편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소수주주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가지게 된다. 즉, 소수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25의 규정에 의해 지배주주인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하거나 합병에 반대하고 회사에 통상적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3)

전체의 부의 극대화로 연결되고, 칼도어-힉스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서 
현재 상태의 사법부의 경제학적 개념 채택에 대한 제약을 기능적으로 해소시켜 주고 
있다. Allen et al, 위의 책, 7-8.

4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6판(박영사, 2009), 866-870 참조. 
42) Gilson & Black, 위의 책, 1266-1269; Gilson & Gordon, 위의 논문, 798-799 참조. 
4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미국 문헌으로, Lawrence A. Hamermesh & Michael L. 

Wachter, “The Fair Value of Cornfields in Delaware Appraisal Law,” 31 Del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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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판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소

수주주의 구제가 주식매수청구권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다루어 왔다. 그러나, 현

재 미국 판례의 태도는 소수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

든지 아니면 피고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합병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그

에 대한 구제를 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며, 나아가 주주는 동

시에 두 가지의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1996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Cede v. Technicolor, Inc. 판결에44) 의해 인정된 것이다. Technicolor의 경영진은 

Ronald Perelman이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한 회사와 회사를 합병시키기로 하고, 

즉, 회사를 인수시키기로 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시가의 100%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에 합의하였다. 회사의 인수는 공개매수 후 현금합병이라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개매수는 성공하였고, 두번째 단계인 현금합병도 공개매수 

종료 후 몇 개월 후에 공개매수 가액과 같은 가격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런데 공

개매수 종료 후 현금합병이 계획된 시점과의 사이에 Perelman은 자신의 사업계

획을 집행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자산의 처분을 포함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시작

하였다. 여기서 일부 소수주주가 두번째 단계인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시작하였다. 주식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되던 중 이 소수주주는 이사회 결

의의 하자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Technicolor의 이사들과 Perelman이 충실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금합병에 있어서 

Journal of Corporate Law 119 (2005); Barry M. Wertheimer,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d How Courts Determine Fair Value,” 47 Duke Law Journal 613 
(1998); E. Norman Veasey & Christine T. Di Guglielmo, “What Happened in 
Delaware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from 1992-2004?: A Retrospective on Some 
Key Developments,” 153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399, 1486-1495 
(2005); Richard A. Booth, “Minority Discounts and Control Premiums in Appraisal 
Proceedings,” 57 Business Lawyer 127 (2001); David J. Ratway, “Delaware’s Stock 
Market Exception to Appraisal Rights: Dissenting Minority Stockholders of Warner 
Communications, Inc. are “Market-Out” of Luck,” 28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 
179 (1996); Robert B. Thompson,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Appraisal’s 
Role in Corporate Law,” 84 Georgetown Law Journal 1 (1995); Mary Siegel, “Back 
to the Future: Appraisal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32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79 (1995); Barry M. Wertheimer,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65 Tennessee Law Review 661 (1998) 참조. 

44) 684 A.2d 289 (Del. 1996). Lawrence A. Cunningham & Charles M. Yablon, “Delaware 
Fiduciary Law After QVC and Technicolor: A Unified Standard (and the End of 
Revlon Duties?),” 49 Business Lawyer 1593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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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lman과 합병 당사자인 그의 회사가 Technicolor의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액

을 지불할 충실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다. 법원은 Perelman이 

현금합병의 가액이 공정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이는 현금합병 가액이 이

미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하였다. 왜냐하면 Perelman은 현금합병이 실행될 당시 이미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혀 별개의 지배권 하에 있는 두 회사간의 현금합병에 있어서는 소수주주들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별개의 지배권 

하에 있는 두 회사간의 현금합병이라 해도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경우, 

즉, 첫 단계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현

금합병 내지 간이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

면 그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외의 다른 구제 수단이 소수주주에게 

인정될 수 있다. 

3. 상장폐지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가 있게 되면 회사의 상장은 폐지된다. 강제

매수의 목적이 상장폐지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상장회사가 강제매수가 

가능할 정도의 고도로 집중된 지분율을 보이는 경우 그 자체로도 이미 상장폐지

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매수는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를 의도하는 

경우 잔존 소수주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다.45) 여기서 상장폐지의 과

정(Going-Private)을 규제하기 위해 증권법이 개입한다.46)

공개매수, 강제매수, 상장폐지의 일련의 과정에는 우선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공시를 규제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

법)의 관련 규정들이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증권법은 1979년에 제정된 SEC Rule 13e-3을 통해 상장폐지

의 과정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규칙에 의하면, 강제매수를 시도하

는 지배주주는 강제매수의 목적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며 

45) 상장폐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김화진⋅송옥렬, 위의 책, 238-245 참조.
46) Gilson & Black, 위의 책, 13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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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발표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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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의 공정가격 의견을 요약해서 공개해야 하고 최근과 과거의 주가를 포

함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수주주들이 현금합병거래를 승인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스퀴즈-아웃의 대상이 된 주주들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그에 대한 구제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회사법의 큰 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즉, 소수주주들이 특정 스퀴즈-아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1934년 연

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을 그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주주들은 사

업적 목적이 결여된 스퀴즈-아웃은 연방증권거래법의 사기행위 규제 규범인 동법 

Section 10(b)와 SEC Rule 10b-5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

방대법원은 1977년의 Santa Fe Industries, Inc. v. Green 사건 판결에서47) 연방증

권거래법은 회사법상의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

하였다. 그러자 SEC는 연방법이 불공정한 스퀴즈-아웃에 대해 무력하다는 비판

을 고려해서 불공정한 스퀴즈-아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는

데 그러한 움직임은 SEC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위 

SEC Rule 13e-3은 스퀴즈-아웃의 실체가 아닌 절차와 공시만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제정되었다.

IV. 독일법

1. 주식법 규정 - 상법개정안과의 대비

독일은 2001년에 주식법(Aktiengesetz)의 §327a 내지 §327f의 규정으로 스퀴즈-

아웃제도를 도입하였다.48) 이 제도에 의하면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47) 430 U.S. 462 (1977).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강제매수가액인 주당 150불이 불공정한 
가격이며 772불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Clark, 
위의 책, 519-520 참조. 이 사건은 미국 회사법학에서 연방 차원의 회사법 도입 문제
를 논의하게 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Roberta S. Karmel, “Is It Time for a 
Federal Corporation Law?,” 57 Brooklyn Law Review 55 (1991); von Hein, 위의 책, 
546-556 참조.

48) 이 파트는 Fleischer, 위의 논문; Friedrich Kübler & Heinz-Dieter Assmann, Gesellschaftsrecht 
439-442 (6. Aufl., C.F.Müller, 2006)와 관련 조문의 주석서 Karsten Schmidt & Marcus 
Lutter (Hrsg.), Aktiengesetz Kommentar 3026-3092 (Verlag Dr.OttoSchmidt, 2008) (York 
Schnorbus 변호사)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추가적인 자료로, Eberhard V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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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경영진에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수주주의 축출

을 결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49) 주주총회는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주

식에 대해 지불할 적정한 가액을 결정한다(§327a (1)). 우리 상법개정안은 주주총

회의 결의가 먼저 행해지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게 한다(제360조의24 제3항, 제1항). 독일 주식법에 의하면 소수주주를 축

출하는 주주총회가 등기되는 시점에 소수주주의 주식은 법률의 효력으로 지배주

주에게 이전되며(§327e (3)) 같은 시점부터 소수주주에게 지급될 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327b (2)). 그러나, 우리 상법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청구에 

의해 소수주주가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제360조의24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의해 바로 주식

의 이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한편, 독일 주식법은 축출되는 소수주주는 주식의 

가액에 대한 이의에 의해 주주총회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주식의 가액에 대

한 이의는 별도의 법원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고 규정한다(§327f). 반면, 

우리 상법개정안은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한 분쟁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루도록 하

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가치의 평가에 관한 간단한 기본 규칙만을 제시하고 있

다(제360조의24 제8항, 제9항). 즉, 주식의 이전에 따르는 회사지배구조 상의 효

력은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이 체결, 이행되어야 비로소 발생

하게 된다. 상법개정안은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60

조의26). 끝으로, 독일법은 우리 상법개정안과는 달리(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50)

독일에서의 강제매수는 대체로 3-5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

“Squeeze-out-Der Ausschluss der Minderheitsaktionäre aus der Aktiengesellschaft nach 
den §§327a-327f AktG,” 47 Die Aktiengesellschaft 176 (2002) 참조. 

49) 독일에서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된 후 그 위헌성이 문제로 등장한 바 있
다. 그러나, 위헌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된 듯 하다. Fleischer, 위의 논
문, 763-766; Wienand Meilicke, “Zur Verfassungsmässigkeit der Squeeze-out-Regelungen- 
insbesondere in der Insolvenz des Hauptaktionärs,” 52 Die Aktiengesellschaft 261 
(2007) 참조.

50) 영국, 프랑스의 경우도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Fleischer, 위의 논문, 773-7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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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행된다:51) ① 지분율 확인 등 준비 ② 관할권 있는 지방법원에 대한 

감정인 선임 신청 ③ 감정인 선임 ④ 지배주주의 보고서 작성 및 감정인의 평가

보고서 작성-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 주식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설명과 그 근

거를 제시해야 하며 감정인은 그를 검토하여야 한다(§327c(2)). ⑤ 지배주주의 이

사회에 대한 강제매수절차 개시 요청 ⑥ 은행 보증서 발급-지배주주는 주주총회

가 개최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서 금융기관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지급의무를 보증한다

(§327b(3)). ⑦ 주주총회의 소집 ⑧ 주주총회 결의-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가 

개시되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가액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27d). ⑨ 주주총회 결의 내용의 등기 및 지배주주의 주식 취득. 개정 상법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독일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다. 지배주주는 매도청

구의 목적, 매매가액의 산정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등을 제

시해야 하고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구비해야 한다(제360조의24 제4항).

독일의 유가증권인수법(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WpÜG)은 그 

§39a, §39b에서 주식법과는 별도로 스퀴즈-아웃을 규정한다.52) 동법은 주식법의 

특별법이며 이 규정에 의하면 기업인수를 위한 공개매수 또는 경영권 확보 후의 

의무공개매수를 통해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지배주주는 소수주식을 

강제매수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상의 강제매수는 주식법 상의 강제매수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동법 상의 강제매수는 동법 상의 공개매수에 이어

서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둘째, 동법 상

의 강제매수는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강제매수 신청서 제출 후 비

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만 허용된다. 셋째, 동법 상의 강제매수에는 회사 주주총

회의 결의가 필요치 않으며 법원의 승인에 의해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동법 상

의 강제매수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

한 매수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법에 의한 강제매수의 경우와는 달

리 법원이 매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다. 독일의 입법기관

은 이러한 규정이 초래할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부당성은 전체적인 효율성을 위

해 감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53)

51)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3028. 
52) Roland Steinmeyer & Michael Häger, WpÜG Kommentar 775-803 (2. Aufl., Erich 

Schmidt,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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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상의 문제

소수주주가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만 하는 형식적인 이유는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가 그를 결의하기 때문이다. 독일

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주식의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

한다. 강제매수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결부시키는 법규정의 태도에 대한 비판론도 

있지만54) 회사법이 주주들간의 거래를 강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로부터 단체

법적인 효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개입이 불가피 해 보인다. 우리 상

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의 요건으

로 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소수주주의 강제매각의 근거가 

됨은 같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주식 매매는 주주들간

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회사의 지위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고, 

따라서 소수주식의 강제매각은 단체법 상의 행위라기보다는 상법이 새로 창설한 

특수한 성질의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55) 지배주주는 시기에 관계없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을 취득한 것이다.56)

독일법과 우리 상법개정안은 강제매각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특별결의인

지 보통결의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구별은 무의미하다. 다만, 이 

결의도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

다. 예컨대, 지배주주의 강제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인 지분율 95%는 주주총회 결

의 시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57)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강제매

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내용상의 

통제도 받아야 하는가이다. 왜냐하면 이 결의의 목적은 소수주주의 회사로부터의 

축출이라는 단 한 가지이며 원초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에 있어서는 결의로 인해 그 지위를 변경 당하게 되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해관계

53) Steinmeyer & Häger, 위 주석서, 779-780, 784-787 참조. 
54) Wolfgang Richter, “Der Kapitalmarkt und sein Gesellschaftsrecht,” 17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419, 444 (2008) 참조. 
55) Vetter, 위의 논문, 185.
56) Vetter, 위의 논문, 185.
57)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3039-3040.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요건이나 의결

권의 유무 등은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
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을 주주총회일로 본 판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
12민사부 2006년 4월 12일자 판결 2005나74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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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법과정에서 이미 ‘배려’한 것이고 따라서 결의 자체에 이미 그 타당성이 내

포되어 있다. 지배주주에게는 강제매수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내용상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58) 

독일법은 판례를 통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75년의 ‘ITT’ 판결과59) 1988년의 ‘Linotype’ 

판결60) 등을 통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사원, 주주들간의 충실의무를 각각 인정

하였다.61) 그러나, 독일에서 주식회사의 합병을 규율하는 기업구조변경법(Um-

wandlungsgesetz: UmwG)은 현행 우리 상법과 같이 현금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5(1)) 미국에서와 같이 현금합병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이 발생하고 

주주간의 충실의무에 기초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없다. 다만 미

국법 상의 공정성 판단 기준은 합병비율의 공정성 평가에 차용될 수는 있을 것

이다.62)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매수는 주식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충실의무 위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상 소

수주주를 축출하는 기법이 통용되었는데 감자 후 증자, 회사 해산 후 기업계속, 

지배주주 자신에 대한 자산양도 등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

이 그에 해당하였고 그러한 기법들은 이미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바 있다.63)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에 있어서는 대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가 핵심적인 

58) Vetter, 위의 논문, 186 참조.
59) BGHZ 65, 15. 
60) BGHZ 103, 184. 이 판결에 대한 미국적인 시각은, Hwa-Jin Kim,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s from Germany,” 26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1, 392-394 (1995); John C. Coffee, Jr.,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Lessons from Securities Market Failure,” 25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29 (1999) 참조. 비교법은, J. Bautz Bonnan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 Konzern Under German and United States Law,” 18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51 (1977); Ulrich Wackerbarth, “Investorvertrauen 
und Corporate Governance,” 34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und Gesellschaftsrecht 686 
(2005) 참조.

61) 일반적으로, Susanne Wimmer-Leonhardt, Konzernhaftungsrecht 157-453 (Mohr Siebeck, 
2004) 참조. 비교법적인 소개는, Siems, 위의 책, 264-269; Marina Wellenhofer-Klein, 
“Treupflichten in Handels-, Gesellschafts- und Arbeitsrecht,” 64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564 (2000) 참조.

62) Marcus Lutter 편, Umwandlungsgesetz Kommentar 2. Aufl. 219-230 (Dr.OttoSchmidt, 
2000) 참조. 

63) Schwab, 위의 책, 285-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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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행 상법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르는 주식가치평가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상장주식인 경우에

는 시가를 중심으로 가치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64) 비상장 주

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

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문제는 여기서 같이 다루기 적합하지 않을 정도

로 전문적이고 방대한 문제이다.65) 이 문제는 별도의 기회에 논의할 계획이다. 
독일법도 강제매수와 관련된 가치평가 규정에서 절차적인 측면만 규정하고 있고 

가치평가가 주주총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만 규

정할 뿐 적정한 가액(angemessene Barabfindung)이라는 요건 외에는(§327a(1)) 실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66) 이는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특

정한 기준에 의해 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V.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매수제도를 독일의 제도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몇가지 

64) Rainer Hüttemann, “Börsenkurs und Unternehmensbewertung,” 30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454 (2001);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3045-3046참조. 시장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
구,” 상사법연구 제26권 제4호(2008) 231, 255-261 참조.

65)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
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 
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결정): 전현정,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기준,” 법원 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 2006) 231; 노혁준, “합병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시의 가격결정,” 민사

례연구 XXX(2008) 607 참조.
66) 우리 상법의 간이합병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편입(Eingliederung)에 관한 규정도 소수주

식의 가치평가에 관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식법 §320b(1): “Die Barabfindung 
muss die 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im Zeitpunkt der Beschlussfassung ihrer Haupt-
versammlung über die Eingliederung berücksichtigen.”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2999-3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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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발견된다. 우선, 상법개정안은 이 제도를 상장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식

회사에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지배구조상의 효율성을 위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인적인 요소보다 투자자본의 결집체로서의 요소가 강한 

상장회사에 적합한 제도이며 비상장회사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마치 1인 회사를 

장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독일법도 우리 상법과 같이 비상장회사에

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67) 특
히, 이 제도는 상장회사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와 잔존주주의 정리에 대한 필요에

서68) 그 도입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에까지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제도는 LBO, MBO 등을 통한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가 

발생하고 잔여 주주들로 인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필

요한 것이고 그러한 용도로만 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69) 강제매수제도가 비

상장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상법 개정작업이 시작 되었을 때 법무

부와 재정경제부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소관부처가 분리되어 있었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법 내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들이 편입되었

으므로(제13절) 필요 시 규정의 위치만 이동시키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규정은 독일법의 내용과는 달리 강제매수의 계약적 측면과 회사

법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즉, 통상적인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

자들 사이에 주식의 매수가액을 포함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식의 매매가 

종결되어야 그 회사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특히 주식의 매

매가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장기간

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됨을 생각해 보면 회사지배구조상의 불확실성을 상

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독일법과 같이 회사법적인 효력은 바로 

발생시키고 주식의 가액에 관한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상법의 해석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률적 성질과 그 효과에 대해 이견들이 

67) Fleischer, 위의 논문, 768-769; Vetter, 위의 논문, 184 참조.
68) 독일의 기업인수법은 30%의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게 나머지 지분 전체에 대한 매수

의무를 부과한다. WpÜG §35; Steinmeyer & Häger, 위 주석서, 659-715 참조. 이는 공
개매수를 통해 이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95%의 지분을 상회하는 주식을 취득
하게 된 주주에게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Vetter, 위의 논문, 181 참조.

69) Fleischer, 위의 논문,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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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70) 그 이견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에 

관한 신설 조항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소수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하여도 상법개정안의 규정은 내용이 대단히 부족하

며 기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제374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등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강제매수에 의한 주식의 매

수가액에 대해 상법개정안은 그 제360조의24 제7항 내지 제9항에서 모두 세 개

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60조의24 제7항은 매매가액이 회사와 주주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9항은 법원이 그러한 

청구를 받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과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산정 방

법의 원칙을 규정한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의한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도 상

법 제360조의25 제3항 내지 제5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질상 같

은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중요성과 실무에서의 

혼란 내지는 어려움에 비추어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회에 보다 진전된 내용의 

법률 개정이 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판례가 발전

되는 모양을 보면서 필요한 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논의한 미국법

과 독일법의 내용이 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 말

이 글은 우리 상법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소수주식의 강

70) 다수 학설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
며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
로부터 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회사의 매매계약 이행, 즉, 매매대금의 지급 시한
을 정한 것이다. 이철송, 위의 책, 476;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1대정판(박영사, 2001), 
425. 다른 학설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바로 성립시키지는 않고 
회사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하며, 이에 의하면 상법 제
37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정한 것이다. 정찬형, 상법강

의(상) 제11판(박영사, 2008), 798-799.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김화진, “주식매
수청구권의 본질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인권과 정의(200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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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매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강제매수는 미국에서 상당한 역사가 

축적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제도의 운용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결에 

참고할 만한 정보와 지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셈이다. 강제매수는 기업의 구조

변경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도구이므로 앞으로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

태의 거래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에서의 실무

와 법원의 판례는 나름대로 발달되어 나아가겠지만 미국의 경험이 그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강제매수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수입한 독일의 경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경험

보다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법 이론 연구자의 입장에서 강제매수제도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많

이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질적

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이 제도가 보여준다. 또, 이 제도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력투쟁의 결과가 스펙트럼의 맨 오른쪽, 즉, 
이사회의 권한 강화로 지우치고 있음도 알게 해 준다. 강제매수제도는 현대 회사

법의 새로운 연구과제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조정 문제를 생각함에 있

어서도 유용한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 제도가 살아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풍부한 자료와 연구의 소재를 기다려 본다. 특히, 강제매수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인정 문제가 반드시 

부각될 것이고 그를 인정하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이행 판단의 기준을 정립, 적
용하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매수제도는 상법의 신설 조항 형식과 

현금합병을 인정하는 개정의 형식으로 도입되지만 우리 회사법학의 전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09. 2. 7   심사완료일 2009. 3. 9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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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Draft New Commercial Code

71)

Hwa-Jin Kim
*

The draft new Korean Commercial Code includes the mechanism for acquis-

ition of dissenting minorities. The compulsory buy-out threshold is set at 95% 

level. The proposed provisions below (translation by Lee & Ko, Korea, and the 

author) are general ones that allow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purchase 

compulsorily the shares owned by a minority, no matter whether the majority 

was acquired in a takeover bid or not. The minorities also have the right to be 

bought out at the same level. However, there is no sophisticated mechanism for 

determination of a fair price than the current one applicable to the shareholders’ 

appraisal claims. Also, the Korean law does neither know the concept of the 

“entire fairness” as developed in Singer v. Magnavox Co., 380 A.2d 969 (Del. 

1977) nor the fiduciary duty of majority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s. 

The new squeezeout institution may work properly if and only if the Korean 

courts contemporaneously develop the fairness standard applicable to valuation as 

well as procedure and introduce the fiduciary duty of major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s. This is more so because the draft bill also allows the 

cash-out merger transaction in Article 523, No.4.

Article 360-24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to Request for Sale)

(1) The shareholder who possesses 95% or more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under his own account (hereinafter, 

“Controlling Shareholder”) may request the other shareholder the sale 

of the shares possessed by such other shareholder (hereinafter, “Mino-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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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y Shareholder”) if the purchas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any (“Request for Sale”) 

(2) For the calculation of the shares possessed by the Controlling Share-

holder stipulated under Section 1 above, the shares in the same 

company owned by the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y shall be 

combined. For calculation, the shares of the company, in which a 

shareholder, who is not a company, owns more than 50% of shares, 

shall be combined with the shares owned by such shareholder. 

(3) The Request for Sale under Section 1 must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in advance.

(4) When notifying the convening of a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Section 3 above, the following items must be included in the notice 

thereof, and they must be explai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such meeting.

1. The shareholding status of the company by the Controlling Sha-

reholder

2. The purpose for the Request for Sale

3.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n the share price and the appraisal 

report by the certified appraiser on the appropriateness on the 

share price

4. Payment guarantee on the share price

(5)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make a public notice on the follow-

ing items one month prior to the date when the Request for Sale is 

made and shall notify the shareholder and the pledgee, who are listed 

on the shareholder registry, separately.

1. The Minority Shareholder shall deliver the share certificate 

simultaneously upon the receipt of the share price

2. If the share certificate is not delivered, the share certificate will 

be null and void on the date when the Minority Shareholder 

accepts the share price or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deposits the share price in the public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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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has received the Request for Sale 

under Section 1 above, must sell its shares to the Controlling Share-

holder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Minority Shareholder 

received the notice for the Request for Sale.

(7) In case of Section 6 above, the share pri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greement by and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questing 

the sale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whom such request was made to.

(8) In case when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Controlling Share-

holder could not agree on the share price under Section 7 abov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quest for Sale was received 

by the Minority Shareholder pursuant to Section 1 above, the Mino-

rity Shareholder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dividually may re-

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9) In case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share price pursuant to the 

Section 8 above,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share price at fair 

value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and other 

relevant factors.

Article 360-25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Request for Purchase)

(1) The Minority Shareholder of a company, where a Controlling Share-

holder exists, may reque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purchase its 

shares at any time (“Request for Purchase”)

(2)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received the Request for Purchase 

under the Section 1, must purchase the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when such Request for 

Purchase was made. 

(3) In case of the Section 2 above, the share pri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

(4) In case when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Controlling Share-

holder could not agree on the share price under Section 2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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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quest for Purchase was 

made, the Minority Shareholder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dividually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5) In case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share price pursuant to the 

Section 4 above,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share price at fair 

value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and other 

relevant factors.

Article 360-26 (Share Transfer, etc.)

(1) The share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dat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kes the 

payment to the Minority Shareholder pursuant to Article 360-24 and 

360-25.

(2) In cas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unable to know whom 

the share price should be paid to or when the Minority Shareholder 

refuses to accept the share price, t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y deposit the share price in the public account. In this case, the 

share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red on the date of such deposit.

Key words: squeezeout, freezeout, cash-out merger, controlling shareholder, 
commercial code, corporate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