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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수주주축출(Freeze-Out)에 관한 

연구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

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이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

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

호하기 위해, 먼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리, 보다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

축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각국의 회사법은 지배주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상황에 따라 지

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과 필요한 규제방식이 달라진다. 소수주주축출

의 방식은 조직재편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교부금합병형’과 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

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주식강제취득형’으로 나눌 수 있

다.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상황인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이미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종속회

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인 ‘지배주주의 축출’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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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방식별로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상

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지배주주의 주식강

제취득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위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 고찰해본다. 

미국은 정식합병(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엄격한 완전한 공

정 기준으로 심사하고, 공개매수+약식합병(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완화된 경영판단법칙으로 심사한다. 영국은 강제매수(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 취득을 요건으

로 하고, SOA(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주주총회에서 75%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요건으로 한다. 독일은 주요주

주의 주식강제취득(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주식회사 자본의 95% 

주식 보유와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강제취득(공개매수 후 주

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실행과 95%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일본

은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의결

권 90% 보유와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소수주주 보호

를 위해 사전․사후 공개절차,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으며, 교부금합병(공

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업인

수활동과 관련된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높

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지 않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기업인수의 규제가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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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입법으로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의 규제에서 법의 공백이 있어 법원의 판례

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

한 소수주주축출제도가 없어, 법원이 사법심사로 규율하는 방식이 형성

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에서 지배

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

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

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

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고 사전적으로(ex ante) 법에 규제방식도 마련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소수주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ex post) 법원의 사법심사로 규제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지배주주의 교부

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외국

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

의 차이,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

한 편법이용 우려, 권리남용 문제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

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미국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하며, 공개매수라는 기업인수활동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

할 수 있고,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강제취

득형의 90%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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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

을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소수주주 매도의

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감정인 평가

절차 개선, 분쟁해결절차 마련,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마찬

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

금합병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독립위원회의 협상, 공개의무 강화,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소수주주축출, 이익충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교부금합병

학번 : 2011-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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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삼성생명은 2014년 7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삼성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계열사와 오너일가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삼성자산운용 지분 96.27%를 

확보했다. 이어서 삼성생명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수주주

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소수주주는 주식매

매가격결정신청과 주식매도청구를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1)

사원의 제명이 허용되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

회사에서는 주주의 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2)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3) ① 지배주주의 매

도청구(제360조의24~제360조의26)와 ② 교부금합병(제523조의 제4호)이

다. 지배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1) 이혜진, “삼성생명, 자산운용 100% 자회사 편입 소액주주에 이겼다”, 서울경제(2015. 5. 14.),

http://www.sentv.co.kr/news/view/49318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720이다. 주식매매가격결정 사건

의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171이고,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라694이며, 상고

심은 대법원 2016마1283이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분쟁 없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활용하여 소수주주축출을 완료한 사례들도 있

다. 이동건, “법무법인 세종, 개정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을 활용하여 소수주주 축출을 완

료한 최초 사례들 수행”,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14. 3. 12.), 2면 참조.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3)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박영사, 2016), 843면 참조; 교부금합병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소

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박영사, 2012), 

673면; 상법 개정안은 두 가지 방식의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8),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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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

모하고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도입되었다.4)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하

고,5) 소수주주축출은 자기거래성, 강압성, 정보비대칭성이 있어 소수주주

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자기거래성이 있다. 그

리고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

할 수 있는 강압성이 있다. 또한 지배주주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대칭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

재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이 심각한 문제이므로,6) 소

수주주축출에서의 이익충돌이 더욱 문제된다. 소수주주축출이 소수주주

로부터 지배주주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문제

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부의 이전을 가장 잘 막을 수 있을지

가 된다.7)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조정은 지배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지

배주주의 사익추구 억제’, 소수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소수주주의 보

호’가 된다.8)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

하기 위해, 먼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

리, 보다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

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4) 정부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566, (2008. 10. 21.)[대안폐기], 5-6면; 법제사법위

원장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1092, (2011. 3. 11.)[대안가결], 5면 참조.

5) 지배주주인 모회사와 자회사간 교부금합병에서, 자회사 주식의 대가를 높게 정하면 자회사 소

수주주의 이익이 되고, 낮게 정하면 모회사의 이익이 된다. 자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지배주

주인 모회사에 의해 선임되고, 이 자회사 이사는 모회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이 겸임 이사와 모회사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충돌이 

생기기 더 쉽다. Curtis J. Milhaupt, 米国会社法(U.S. corporate law)(有斐閣, 2009), 182면. 

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6면. 

7)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 (West a Thomson business, 2010), at 776. 

8) 김건식, 회사법 연구Ⅰ(도서출판 소화, 2010),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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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논의의 방향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 

그 중에서도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다. 원

래 소수주주의 보호는 상법, 그중에서도 회사법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다.9) 이러한 문제는 소수주주축출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교부금합병은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제

도가 아니다 보니,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

여 별다른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이 오래 전부터 형성된 미국은 소수주주축출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였다. 미국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소수주주추출에 

관한 규율은 소수주주축출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반

하여 우리나라는 소수주주축출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소수주주축출

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

주축출에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소수주주축출의 의의, 소수주주축

출의 방식과 상황, 소수주주의 불이익과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소수주

주축출의 정당성, 소수주주축출의 분석틀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고찰한다. 제4장

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각기 다르게 형

성된 이유를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상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

된 방법들을 살펴본 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고찰하고, 

9) 김건식, 상게서,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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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지배

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

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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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기초적 고찰

Ⅰ. 소수주주축출의 의의 

소수주주축출(Freezouts)이란 회사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자가 지배권

을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지위

를 강제로 잃게 만드는 것이다.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재편11)을 이

용한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가 소멸회사와 사이에 조직재편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소수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조직재편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현금 등을 지급하여 회사에서 축출하

는 것이다. 법이 정한 주식강제취득제도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매

수하여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Ⅱ. 소수주주축출의 방식과 상황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1) 서설 

소수주주축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수주주에게 

10) ‘Squeezeouts’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freezeouts’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Squeezeouts’은 소수주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

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수주주에게 배당을 줄이거나 불만을 갖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소수주주가 어쩔 수 없이 출자를 환급받거나 주식을 매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Robert 

Charles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 Company, 1986), at 499-500. 

11) 합병(흡수합병․신설합병), 회사분할(흡수분할․신설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총칭해서 조

직재편이라고 한다. 伊藤　靖史․大杉　謙一․田中　亘․松井　秀征, 会社法(有斐閣, 2011).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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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의 대가로 주식이 아니라 현금 등을 지급하여 축출하는 ‘교부

금합병형’과 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

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주식강제취득형’이다. 

(2) 교부금합병형

교부금합병형에 속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미국에서 교부금 정식합병(long-form cash-out merger)과 공개

매수(tender-offer)+교부금 약식합병(short-form cash-out merger)을 이용

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있다. 교부금 정식합병(이하에서는 

‘정식합병’이라고만 한다)은 소수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

식 대신에 현금 등을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다. 공개매수+교부금 

약식합병(이하에서는 ‘약식합병’이라고만 한다)은 대상회사의 발행주

식 전체에 대한 공개매수와 뒤이은 약식합병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12)

정식합병과 공개매수+약식합병에서의 약식합병은 모두 교부금합병이라는 

범주에 포섭되나, 미국 법원이 정식합병과 공개매수+약식합병을 구분하

여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그 외 미국에서 영업양도(asset sales)+해산,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이 있다. 영업양도(asset sales)+해산은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대상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를 현금으로 양도받고 난 후 대상회사를 해산시

키고, 영업양도대금을 대상회사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13) 주식병

합(reverse stock split)은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보다 많은 주

12) 델라웨어주에서 모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회사 주식의 90%이상을 취득하면, 약식합병을 

할 수 있다. 약식합병은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 승

인이나 자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Del. Code Ann. tit. 8, §253 (2002); 

James D. Cox & Thomas Lee Hazen, Cox and Hazen on Corporations(2d ed.) (Aspen 

Publishers, 2003), at 601.

13) Joshua M. Koenig, “A Brief Roadmap to Going Private”, 2004 Colum. Bus. Rev. 505 

(2004), at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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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을 해서, 소수주주 보유주식을 단수(端数)로 

만들고, 단수에 대해서는 단주(端株)를 발행하는 대신에 현금을 교부함으

로써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다.14) 미국에서 영업양도와 주식병합은 

소수주주축출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15)

영국에서 SOA(Scheme of Arrangement, 이하 ‘SOA’라고 한다)를 

이용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있다. SOA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

회사는 인수회사가 자신을 완전자회사화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계획

(scheme)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주식이 인수회사에게로 양도되고, 소수주

주는 현금 등 대가를 교부받고 축출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교부금합병이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해서 소수주

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축출은,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변경한 후, 

대상회사가 이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주주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분배하고, 그 때에 소수주주에게는 1주 미만의 단수만이 분배되게 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영업양도(asset sales)+해산, 주

식병합을 이용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으나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해서 소수주주를 축출

하는 방식이 있다. 

(3) 주식강제취득형

14) Joshua M. Koenig, Ibid., at 537; 内間裕․佐粧朋子, 「日本におけるＭＢＯの普及・活性化に向

けて〔中〕」, 商事法務 1538号(1999), 13면 참조. 

15) Clark W. Furlow, “Back to Basics: Harmonizing Delaware's Law Governing Going 

Private Transactions”, 40 Akron L. Rev. 85 (2007), at 85;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Going-Private Transactions: A Practitioner's Guide”, 30 Del. J. Corp. 

L. 437 (2005), at 437-438; Faith Stevelman, “Going Private at the Intersection of the 

Market and the Law”, 62 Bus. Law. 775 (2007), at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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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제취득형에 속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유럽연합의 공개매수지침 제15조(2)(b)는 가맹국은 공개매수

자가 공개매수를 통해서 공개매수 청약의 대상주식(여기서는 간단히 

‘청약의 대상주식’이라고만 기술하고 세부 요건은 제3장 제2절 Ⅱ.에

서 기술하도록 한다) 중 90% 이상을 취득하면 잔여주주의 주식을 강제

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매수지침 15(2)(a)는 가맹국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에, 공개

매수의 응모 비율과 무관하게, 주식(여기서는 간단히 ‘주식’이라고만 

기술하고 세부 요건은 제3장 제2절 Ⅱ.에서 기술하도록 한다)의 90% 이

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잔여주주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도

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해서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

(여기서는 간단히 ‘청약 대상주식’이라고만 기술하고 세부 요건은 제3

장 제3절 Ⅱ.에서 기술하도록 한다)의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 공개매

수자는 대상회사의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제도를‘강제매수’라고 한다)가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

는 주주(주요주주)가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적으

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제도를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이

라고 한다)가 주식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공개매수자를 한 자가 대상회사 주식(여기서는 간단히 ‘대

상회사 주식’이라고만 기술하고 세부 요건은 제3장 제4절 Ⅲ.에서 기술

하도록 한다)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제도를‘강제취득’이라고 한다)가 유가증권취

득․인수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강제매수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공개

매수 청약 대상주식 중 90%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독일의 강제취득

은 공개매수를 실시하기만 하면 되고, 공개매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 대

상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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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 공개매수지침 제15조(2)(b)에 해당하는 방식이고, 독일의 강제취

득이 제15(2)(a)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대상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

주(특별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승인(이사회 결의)을 받아 소수주주의 주

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제도를‘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

청구’라고 한다)가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제도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라고 한다)가 상

법에 규정되어 있다. 

(4) 소결 

각국의 주요한 소수주주축출 방식으로, 교부금합병형에는 미국의 정

식합병, 공개매수+약식합병, 영국의 SOA, 일본의 교부금합병, 전부취득조

항부종류주식, 우리나라의 교부금합병이 있다. 주식강제취득형에는 영국

의 강제매수,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강제취득, 일본의 특별지

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부금합병형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다. 교

부금합병형에서 기존 제도들은 입법자가 소수주주축출을 염두에 두고 만

든 제도가 아니다보니, 기존 제도들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다른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식강제취득형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로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것이다. 주식강제취득형은 입법자가 법에 소수주주축출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소수주주 보호방법도 함께 마

련해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국의 주요한 소수주주축출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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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합병형 주식강제취득형

미국
정식합병

공개매수+약식합병
無

영국 SOA 강제매수

독일 無 (교부금합병×)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주식법)

강제취득(유가증권취득․인수법)

일본
교부금합병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우리

나라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표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2. 소수주주축출의 상황

(1) 서설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축출

을 하는 상황(이하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이라고 한

다)과 이미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축출

하는 상황(이하 ‘지배주주의 축출’이라고 한다)이다. 

(2)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1) 의의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에서 인수회사(Y)는 먼저 대상회

사(X)의 발행주식 전체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한다. 공개매수가 성공하였

을 경우에, 공개매수에 무관심하였거나 공개매수가격에 반대해 공개매수

에 응모하지 않았던 소수주주가 남게 된다. Y는 공개매수로 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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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을 취득한 후, 단시간 내에 교부금합병이나 영국의 강제매수 등

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한다. 

Y는 지배권 있는 주식(controlling shares)을 이용해 X가 합병계획에서 

X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Y와의 합병에 

찬성결의를 하게 만들어 X의 소수주주를 축출한다.16) 공개매수에서 Y가 

약식합병을 하는데 필요한 수(보통 90~95%)의 X 주식을 취득하면 약식

합병을 할 수 있다. 약식합병에서 Y의 이사회는 X를 Y로 합병시키는 결

의안을 채택하면 되고, X의 주주총회나 사전통지는 거칠 필요가 없다.17)

또는 X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 중 90% 이상을 

취득한 후, 영국의 강제매수에 따라 대상회사의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특성 

이 경우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나 자기거래(self-dealing)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개매수와 잔여주식취득은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은 잔여주식취득이 공개매수와 결부

되어, 공개매수에 바로 뒤이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공

개매수에 응모한 자는 찬성한 자로, 응모하지 않은 자는 반대한 자로 볼 

수 있고, 다수 주주가 응모했다는 것은 마치 다수결로 표결된 것과 같으

므로, 잔여주식취득을 위한 합병이나 강제매수는 공개매수의 조건에 승

16) 이 상황의 소수주주축출 사건들 중 자산매각사건으로, Alcott v. Hyman, 42 Del. Ch. 233, 

208 A.2d 501 (1965), 자산매각과 뒤이은 X의 해산 사건으로, Abelow v. Symonds, 40 Del. 

Ch. 462, 184 A.2d 173 (1962),aff’dsubnom.Abelow v. Midstates Oil Corp., 41 Del. Ch. 

145, 189 A.2d 675 (1963), X의 소수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한 약식합병 사건으로, Stauffer 

v. Standard Brands, Inc., 40 Del. Ch. 202, 178 A.2d 311,aff’d41 Del. Ch. 7, 187 A.2d 

78 (1962), 주식병합을 하고 단주에 현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Teschner v. Chicago Title & 

Trust Co., 59 Ill. 2d 452, 322 N.E.2d 54 (1974). 

17) 뉴욕주법에 따르면 다른 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회사 주주의 

결의가 아닌 자기 회사 이사들의 결의로 합병을 할 수 있다. N.Y. Bus. Corp. Law § 905; 델

라웨어주법은 90% 주식보유를 약식합병 요건으로 하고 있다. DEL. CODE ANN. tit. 8, § 

25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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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한 다수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개매수 단

계에서 이미 필요한 표결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단계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응모할 수 있는) 자, 즉 이

해관계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의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 없는 당사자들이고, 개별 주주는 자유롭게 제안된 가격을 받아

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18) 따라서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

출은 독립당사자간의 거래(arm's-length dealing)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19)

공개매수에서 공개매수가격을 다수의 주주가 지지했다는 사실이 매수

가격의 공정성이 추정되게 하므로,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은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용이하다. 후속적인 합병이

나 강제매수 절차에서 소수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가격이 공개매수 

청약 대가의 가격과 같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20)

(3) 지배주주의 축출

1) 의의

지배주주의 축출은 이미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이다. 지배주주 X는 대상회사 Y의 지배권 있는 주식

(controlling shares)을 보유하고, X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X는  일

18) In re Siliconix Inc. S'holders Litig., Civ. A. No. 18700, 2001 WL 716787 (Del. Ch. 

June 21, 2001). 

19) Brudney & Chirelstein, “A Restatement of Corporate Freezeouts”, 87 Yale L. J. 1354 

(1978), at 1360-1361. 

20) 더 낮은 가격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Brudney & Chirelstein, Ibid., at 1361.; 두 

단계 합병의 가액은 공정가격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Victor Brudney, “A Note on 

Going Private”, 61 VA. L. REV. 1019 (1975), at 1054-55;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

축출에서 합병 가액은, 주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욕심에 공개매수에 응모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매수 가액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Borden, 

“Going Private-Old Tort, New Tort or No Tort?”, 49 N.Y.U. L. REV. 987 (1974), at 

1006-07; 법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Schulwolf v. Cerro Corp., 86 Misc. 2d 

292, 380 N.Y.S.2d 957 (Sup. C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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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점에 교부금합병이나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등으로 X의 

소수주주를 축출한다.21)

2) 특성 

교부금합병의 경우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므

로,22) 독립당사자간의 거래(arm's-length dealing)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나 자기거래(self-dealing)라

고 할 수 있다.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등의 경우 지배주주가 일방적

으로 주식강제취득 대가를 포함한 주식강제취득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축출은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달리 다수가 

지지한 공개매수 가격이 없어 소수주주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찾

기도 어렵다.

교부금합병과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모두 지배주주가 대상회사 주

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시점을 선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의 수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배주주의 축출은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보다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크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 보호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소수주주의 불이익과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21) 이 상황의 소수주주축출 사건들로, David J. Greene & Co. v. Schenley Industries, Inc., 

281 A.2d 30 (Del. Ch. 1971); David J. Greene & Co. v. Dunhill In’d, Inc., 249 A.2d 

427 (Del. Ch. 1968).

22) 회사는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

다. 따라서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힘, 즉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컨트롤(control)

하는 힘이 지배권이 되는데, 이 지배권을 지배주주가 갖고 있다. Curtis J. Milhaupt, supra
note 5, 162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할 권한과 사

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등 회사를 지배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임재연, 미국회사법(박영사, 

1995),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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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주주의 불이익

(1) 서설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만들면서, 그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한다. 이때 지배주주는 자금의 

지출을 줄일 인센티브가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이

러한 이익충돌은 소수주주축출 이외의 조직재편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협상에 의해 대가가 결정되므로, 그렇게 

결정된 대가는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주주의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대가

가 불공정할 위험성이 있다.23) 이하에서는 소수주주축출의 위험성으로부

터 소수주주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24)

(2) 자기거래성 

교부금합병형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소수주주축출은 자기거래 성질을 갖고 있다.25) 지배주

주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조건을 결정할 수 있

어서, 소수주주가 불공정한 합병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강제취득

형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주식강제취득 조건을 

정할 수 있어서 소수주주가 불공정한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수주주는 소수주주축출의 자기거래성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23) 田中亘,　「組織再編と対価柔軟化」, 法学教室304号(2006), 79면 이하.

24) 西村総合法律事務所編, M&A法大全, 商事法務(2001), 867면, 藤田友敬, 「企業再編対価の柔軟

化․子会社の定義」, ジュリスト 1267号(2004), 105면 참조. 

25) Guhan Subramanian, “Post-Siliconix Freeze-Outs: Theory and Evidence”, 36 J. Legal 

Stud. 1 (2007),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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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강압성

교부금합병형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소수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주식강제취득형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법이 정한 주식보유 요

건을 충족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의 경우, 공개매수자가 제1단계 

공개매수에서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제2단계 교부금합병에

서 제1단계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처음

부터 선언하여서, 소수주주가 제2단계 교부금합병에서 제1단계보다도 불

리한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 제1단계 공개

매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소수주주는 소수주주축출의 강압성

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4) 정보비대칭성 

지배주주가 회사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

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26)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는 

회사에 관한 정보수집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27)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가

에 영향을 주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대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부족으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할 위험이 있다. 공개매수가격이 회사

의 본래가치를 반영한 금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한 소수

26) 企業価値研究会, 「企業価値の向上及び公正な手続確保のための経営者による企業買収(MBO)に

関する報告書」(2007), 4면.

27) Curtis J. Milhaupt, supra note 5, 182면. 



- 16 -

주주가 주식 매각을 할 수 있다.28)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축출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주식

의 시장가격이 회사의 본래가치보다 낮은 시점을 선택해, 시장가격을 기

초로 대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회사의 본래가치를 반영

하지 않은 가격에 축출될 위험이 있다.29)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하고, 정확한 정보를 내보낼 시

점을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주주는 소수주주축출의 정보비대칭성

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2.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회사법은 지배주주나 최고 경영자와 같은 내부자와 소수주주나 채권

자와 같은 외부자 간의 이익충돌을 규제한다. 이러한 이익충돌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s)라고 불린다. 대리인 문제는 ‘본인(principal)’이

라는 한 당사자의 이익이 ‘대리인(agent)’이라는 다른 당사자의 행동

에 좌우될 때 발생한다. 문제는 대리인이 보통 본인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대리인이 약정대로 업

무수행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리인은 기회주

의적으로 행동할 인센티브를 갖는다.30)

소수주주축출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익충돌도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 속한다.31) 회사법의 과제는 대리인문제에서 발생하는 대

28) 공개매수에서 응모하지 않은 소수주주는 공개매수 후에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공개매수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 Lucian A. Bebchuk, “Toward 

Undistorted Choice and Equal Treatment in Corporate Takeovers”, 98 Harv. L. Rev. 

1695 (1985), at 1696; Lucian A. Bebchuk, “The Case for Facilitating Competing 

Tender Offers”, 95 Harv. L. Rev. 1028 (1982), at 1039-1040; ; 中東正文, 企業結合․企業

統治․企業金融(信山社, 1999), 63면. 

29) Guhan Subramanian, “Fixing Freezeouts”, 115 Yale L.J. 2 (2005), at 31-32; In re 

Pure Resources Inc., 808 A.2d 421, 437.

30)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Free Press, 1985), at 

47-49. 

31)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Agency Problems and Legal Strateg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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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비용(agency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이다.32) 회사법은 이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

다. 각 국가의 회사법은 지배주주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

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회사법의 규제방식

각 국가의 회사법이 지배주주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

제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제방식들을 추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의 규제방식을 예로 들어 대표적인 규

제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지배주주의 행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제방식이 있다. 그 예로 합병승인결의(제522조 제1항, 제3항)가 있다. 

㈁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거나 사후적으로 효

력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방식이 있다. 

전자의 예로 유지청구권(제402조), 후자의 예로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가 있다. ㈂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지배주주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방식이 있다. 그 예로 이사의 손해배상책

임(제399조 제1항, 제401조 제1항)이 있다. ㈃ 지배주주의 행위에 반대하

는 소수주주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방식이 있다. 그 예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

374조의2)이 있다.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규제방식이 있다. 그 예로 주

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제363조)나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2 

제1항, 제2항)가 있다.33)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Reiner Kraakman et al. eds., 2004), at 21-22. 

3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6면. 

33)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supra note 31, at 23-27;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7-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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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수주주축출의 정당성  

1. 서설

소수주주축출에서 교부금합병형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조직재편의 대

가로 현금 등을 지급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만들고, 주식강제취득

형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여 일종의 사적수

용을 한다. 이러한 소수주주축출이 소수주주의 주식소유권, 즉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만들고,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소수주주축출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외국의 판례, 우리나라의 학계 논의와 헌법재판

소 판례를 살펴본 후 이 문제를 고찰해본다. 

2. 외국의 판례

(1) 미국

델라웨어주  Coyne v. Park & Tilford Distillers Corp. 사건34)에서 약

식합병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뉴욕

주의 조항은 Beloff v. Consolidated Edison Co. 사건35)에서 합헌으로 판

결되었다.36)

뉴욕주 항소법원의 위 Beloff v. Consolidated Edison Co. 사건은 교부

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승인한 최초의 판결이다. Consolidated 

34) 38 Del.Ch. 514, 154 A.2d 893 (Sup. Ct. 1959).

35) 300 N.Y. 11, 87 N.E.2d 561 (1949).

36) William J. Carney,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Minority Shareholders, and 

Business Purposes”,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Vol. 5, No. 1 (1980), 

a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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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이 지배하는 자회사의 소수주주였던 Beloff는 약식합병으로 축출

되자, Consolidated Edison에서 주주 지위를 유지할 기득권이 있음을 이

유로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제기했다.37)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는 오직 하나의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는 보유주식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이고, 그 보호를 위

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으므로, 주주는 회사에 남아서 합병 후 장래 이

익을 나눠가질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8)

(2) 독일

1) Feldmühle 사건39)

소수주주축출을 법률상 인정하는 것은, 헌법(Grundgesetz) 제14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회

사법상의 문제가 헌법문제로 처음 제기된 것은 Feldmühle 사건이다. 연

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이 사건 판결은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계승되었고, 소수주주축출이 합헌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

을 보여줬다. 

1959년 Feldmühle 주식회사는 구 조직변경법 제9조와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주식의 80%를 보유하는 있는 주요주주인 PZ사에게 영업을 양도

하는 내용의 조직변경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회사에서 축출되게 

된 주주 H가 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헙법재판소는 조직변

경법 제15조가 헌법 제14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3조의 법 앞의 평등

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하게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회사가 자신의 주식총액의 4분의 3을 초과해 보

유하는 모회사에게로 자신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

37) 300 N.Y. at 19, 87 N.E.2d at 564-65.

38) Id. at 19, 87 N.E2d at 564.  

39) 연방헌법재판소 1962년 8월 7일 판결, BVerfGE 14, 263ff. (280f. 283f.); NJW 1962, 

1667ff.; DB 1962, 1073ff.



- 20 -

직변경법 제15조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공공복리와 기업가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국민전체의 이익을 들면서, 합헌이기 위해

서는 입법자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로 된다고 

판시했다. 그 전제로서, 구체적으로 먼저 경제력 남용에 대한 유효한 법

적 구제가 소수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소수주주가 법적지

위 상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 DAT/Altana 사건40)

Y회사는 1989년 자신의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와의 

합병에 승인결의를 했다. 소수주주 X는 합병결의에 반대해 결의취소소송

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합병보고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서 

취소소송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소각하 판결을 했다. X는 헌법 제14조

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은 현금지급보상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회사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3) Moto Meter GA 주식회사 사건41)

Y회사의 지배주주인 보쉬 유한회사는 M회사를 설립하였고, Y는 1992

년 5월 M회사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고 해산하기로 했다. 보쉬 유한

회사는 1992년 7월 지배주주로서 Y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영엽양도와 

회사해산에 99%를 넘는 승인결의를 했다(구 주식법 제361조의 영업양도, 

동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해산에 관한 결의). 결의에 반대한 소수주

주는 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이익은 영업

양도와 회사해산에 의해 위법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42) 연방

40) DB 1999, 1693ff.; WM 1989, 1765ff.; NJW 1990, 322ff.; ZIP 1989, 1388ff.

41) BverG, Beschlulß. v. 23. 8. 2000-1 BvR68/95, 1BvR147/97, DB 2000, 1905ff.; BB 

2000, 2011ff.; ZIP 2000, 1670ff.; NZG 2000, 1117. m. Anm. Bauer, NZG 2000, 1214f.; 

WM 2000, 1948ff.; NJW 2001, 279ff.; DNotZ 2000, 868f. mit Anm. Fleischer; EwiR 

2000, 913 (Neye). OLG Stuttgart, ZIP 1995, 1515; OLG Stuttgart, ZIP 1997, 362. 

42) OLG Stuttgart, ZIP 1995, 1515 Moto Meter Ⅰ; LG, DB 1993,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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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Y회사의 소수주주는 상당한 대가액의 확정신청도 제기했다. 지방법원

은 영업양도에 따른 회사해산(übertragende Auflösung)의 경우에 상당한 

보상액을 확정해야한다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43) 고등법

원은 소수주주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44) 연방법원은 헌법 제14조는 소

수주주를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입법자는 소수주주를 회사로부터 축출하려는 

바람을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업 실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만약 소수주주의 재산권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위와 같은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에 대하

여 헌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 영국

강제매수 조항의 위헌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Re 

Greythorn Ltd 사건45)에서 법원은 강제매수 조항의 목적은 공개매수로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이해관계와 공개매수 청약

을 거절한 소수주주의 이해관계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

다. 여기서 공개매수자의 이해관계는 소수주주가 잔존해서 기입인수 목

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는 불공정한 조건

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46)

43) DB 1993, 473. 

44) ZIP 1997, 362, Moto Meter Ⅱ. 

45) [2002] 1 BCLC 437. 

46)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 Christopher L. Ryan, Compan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a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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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논의와 판례  

(1) 학계의 논의

주식과 같은 지분재산권 역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대상이다.47)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대가를 받고 축출되는 것 외

에는 반대할 방법이 없어 강제적이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주식소유

권, 즉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48)   

⑴ 위헌설은 원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개인법적 거래에 의해 형

성되어야 할 주식의 이동(移動)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므로, 소수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침해이고,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의 제한이며, 지배주주를 불합리

하게 우대하므로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반한다고 한다.49)

⑵ 합헌설은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은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데, 소수주주축출은 기업구조의 효율적 재편이익을 고려할 때에 

국민경제상으로도 긍정적 요소가 많으므로 여기에서 공공복리적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미국이나 독

일과는 달리 실질적인 면에서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절차적인 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 결의와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 장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의 매도청구권이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평가

하기 어렵다고 한다.50)

47) 김홍기, “주주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금산법상의 강제적 자본감소제도를 중심으로

-”, 법조, 제55권 제3호(2006), 129면. 

48)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삼영사, 2012), 185면; 독일에서 그러하였듯이 이 제도는 위헌 시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 322면 참조. 

49) 이철송, 2011 개정상법-축조해설(박영사, 2011), 127면. 

50)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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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판례 

1) 개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나 교부금합병에 대한 사안은 아니나, 외환은행

의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소수

주주를 축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51)

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조항들이 소수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하였다. 

2) 재산권 침해여부 

청구인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게 하

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

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이 정

당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고, ㈁ 취득회사와 대상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완전지주회

사인 취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를 강제하지 

않는 점,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 소수주주의 제한

되는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82-83면; 소수주주 주식의 강제매수는 상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합헌이고 주

주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4면.  

51)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2014헌바

347·356(병합) 결정. 



- 24 -

충족되므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평등권 침해여부 

청구인들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의 경우, 지배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에 의해 축출당하는 소수주

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통해 축출당하는 소수주주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권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에 의하

여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1) 주식의 본질에 대한 사고방식    

대부분의 대륙계 유럽 국가에서는 주주가 주식에 대하여 불가침의 물

권(untouchable propery rights)을 갖는다고 봐서, 주식강제매수는 물권에 

대한 침해로 봤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소수주주축출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접근에 따르면 가장 좋은 

소수주주 보호방법은 소수주주축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주식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financial and 

voting rights)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소수주주를 회사에 경제적인 이

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지는 투자자로 봤다.52) 따라서 적절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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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방법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대륙계 유럽 국가에서도 소수주주축출 조항을 도입하면서, 물권적 사고

방식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있다.53)

결국 주식을 불가침의 물권으로 보면 소수주주축출은 정당화되기 어

려울 것이나, 주식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으로 구성된 투자 지분으로 

보면 소수주주축출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본질을 

어떻게 볼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륙계 유럽국가의 주식의 본질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본질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으로 보는 시각

에 입각해 소수주주축출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 전체 이익 증진

권리보호 방법으로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손해배상원칙

(liability rule)이 있다. 물권적 보호원칙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오직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거래를 통하여서만 권리의 이전이 가능한 것이

다. 그 권리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개인적 평가

(individual valuation)에 맡긴다. 

손해배상원칙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그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나 다만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손해액(objectively 

determined value)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손해액의 객관적 

결정은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그 권리의 가치는 법원의 평가

(collective valuation) 내지는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54)

52) Marco Ventoruzzo, “Freeze-Outs: Transcontinental Analysis And Reform Proposals”, 

50 Va. J. Int'l L. 841 (2010), at 911-912. 

53) Leonardo Pinta, “The U.S. And ITALY: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In 

Freeze Out Mergers And Tender Offers”, 7 N.Y.U. J.L. & Bus. 931 (2011), at 936. 

54) 박세일, 법경제학(박영사, 2000),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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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율의 증대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익

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환언하면 권리이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

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인데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그 권

리의 가치 내지 가격을 정하는 비용(거래비용)이 너무 커서 권리이전이 

발생하는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원칙이다. 시장에서의 이해당사자간의 개인적 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권리이전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 가격수준의 결정을 법원이나 법률에 의존함으로써 권리의 

이전을 도모하고 그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손해배상원칙이다.55)

예컨대 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주 있고, 한 주주(A)가 이중에서 

9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1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A는 주식 전부를 보유하길 원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1주당 1만원씩, 

합계 10만원(10주×1만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나머지 주주들

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주식 1주당 가치는 8천원이어서, 합치면 8

만원(10주×8천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는 A와 나머지 주주들 간에 8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주식가격을 합의

하여 서로 매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면 모두의 효용이 

과거보다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은 경우 실제 매매가 되기는 어렵다. 

첫째는 나머지 주주들 중에 일부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더 많이 받

기 위하여 버티는, 이른바 버티기 문제(hold-out problem)가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독일에서 1980년대 이후, 아주 적은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탐욕적인 주주들이 버티기(hold-out)를 하며 자신들의 주식 매각대금을 

높이려고 하여, 법원이 이 문제도 고려하여 소수주주축출제도에 합헌 결

정을 하였다.56) 둘째, 나머지 주주들 중에 일부 주주는 회사에 주주로 

55) 박세일, 상게서, 146면. 

56) Christian A. Krebs, “Freeze-Out Transactions In Germany And The U.S.: A 

Comparative Analysis”, 13 German L.J. 941 (2012), at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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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남아서, A가 회사를 발전시킨데 따르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

는, 이른바 무임승차효과(free-ride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주 간의 자발적인 주식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

렵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

가피하게 손해배상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소수주주축

출은 효용을 증진시키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57)

(3) 회사에 경영상 이익 제공   

소수주주축출은 회사에 다음과 같은 경영상 이익을 줄 수 있다.58) 첫

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축출은 회사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시

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59) 이러한 상장폐지는 주식을 상장시키기로 했

을 당시의 손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할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 주주총회개최, 회계감사 등 소수주주와 관련

된 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60) 셋째, 소수주주와 사이에서 이익충돌이

나 회사기회유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앨 수 있다.61) 넷째, 회사의 

경영진이 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소송 위협을 하거나 소송으

로 제어하는 일을 없앨 수 있다. 다섯째, 두 회사를 결합하여 중복기능

을 제거하고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57) John C. Coates IV, “Fair Value As An Avoidable Rule of Corporate Law: Minority 

Discounts in Conflict Transactions”, 147 U. Pa. L. Rev. 1251 (1999), at 1327. 

58)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이유는 소수주주가 존재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제약(inhibitions)

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Franklin A. Gevurtz, supra note 7, at 764.  

59) 상장폐지는 소수주주축출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장폐지를 하기에 소수주주축출이 편리한 방법

이다. 

60) Leonardo Pinta, supra note 53, at 933. 

61) Grimes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392 F. Supp. 1393, 1402 (N.D. Fla. 

1974);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 721-22 (De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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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지배권 시장의 기능에 필요 

소수주주축출은 기업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제

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하다. 공개매수에서 대상회사의 주주가 공개매수 

후에도 주주로 남아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공개매수에 따른 이익을 누리

려는 무임승차 행위로 기업인수가 좌절될 수 있다.62) 이러한 문제에 대

해 소수주주축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입매수(leveraged 

buyouts)와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s)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해서 개인회사로 만들 수 있어야지 재정적으

로 실현이 가능하다.63)

(5) 소수주주축출에 따른 합병시너지 발생

교부금합병형의 경우 지배주주인 모회사가 자회사와 교부금합병을 하

면서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여 합병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

고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축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발생할 수 없었을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해준다. 소수주주축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합병

을 하지 않았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축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회사에서는 주식 100%를, B회사에서는 지배

력 있는 주식만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먼저 B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함

으로써,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만약 소수

주주축출을 할 수 없다면, 지배주주는 합병시너지를 B회사의 소수주주와 

나눠 가져야 하므로, 비록 합병시너지가 발생하는 합병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 

(6)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의 노력 경주 

62) Sanford J. Grossman & Oliver D. Hart, “Takeover Bids, the Free Rider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Corporation”, 11 Bell J. Econ. 42 (1980). 

63)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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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64) 지배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에 보

통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지배주

주는 이러한 노력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회사를 위

한 것이고, 지배주주는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65)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7) 소수주주의 투자회수의 길 제공 

회사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해서, 다수결로 자신의 

의사를 회사 방침에 반영할 수 없는 소수주주는 시장에서 제3자에게 주

식을 매각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주식의 매각도 쉽지 않아, 소수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

각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소수주주는 투하자본 회수

도 어렵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opportunistic behavior), 

즉 회사 이익보다도 사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

일 우려가 있다.66)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가 회사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길(exit strategy)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개회사에도 해당하지만, 

특히 폐쇄회사에서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가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매매협의(buy-sell agreements)나 강제상

환조항(mandatory redemption provisions) 등으로 사전에 소수주주가 회

사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이 

64) Benjamin Hermalin & Alan Schwartz, “Buyouts in Large Companies”, 25 J. Legal Stud. 

351 (1996), at 358.

65) Benjamin Hermalin & Alan Schwartz, Ibid., at 359.

66) Curtis J. Milhaupt, supra note 5,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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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고 실무에서 좀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주주는 소수주주축출 대가를 받고 회사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8) 소결

주식의 본질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해 소수

주주축출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주주축출은 사

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키고, 회사에 경영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소수

주주축출은 기업지배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하고, 소수주주축

출에 따른 합병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가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의 노력 경주할 수 있게 해주고, 

소수주주에게 투자 회수의 길을 제공해준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

하면 소수주주축출은 정당화 될 수 있다할 것이다.67) 다만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소수주주축출은 자기거래성, 강압성, 정보비대칭성이 있어 소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보

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Ⅴ. 소수주주축출의 분석틀

소수주주축출은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불공정하게 

대할 위험성이 있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축

출의 방식과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제방식도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67) 실제로 소수주주축출의 이익과 손해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어렵다. 소수주주

축출의 종합적인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소수주주축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Robert Charles Clark, supra note 10, at 5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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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합병형 주식강제취득형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지 배 주 주 의 

축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

소수주주축출의 방식은 제2장 Ⅱ. 1.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조직재편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축출

하는 교부금합병형과 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주식강제취득형이다.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은 제2장 Ⅱ. 2.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식 전부

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상황인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

취득 위한 축출과 이미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를 축출하는 상황인 지배주주의 축출이다.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방식별로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상

황이 있을 수 있다. 교부금합병형은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이라고 한다)과 지배주주가 소

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이를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이라고 한다)

이 있을 수 있다. 주식강제취득형도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를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이라고 한다)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이를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이라고 

한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틀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지배주주의 축출은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다. 먼저 절차 측면에서 보면,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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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축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나 자기거래(self-dealing)가 아니라,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arm's-length dealing)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잔여주식취득

이 공개매수와 결부되어, 공개매수에 바로 뒤이어 이루어지고, 공개매수 

단계에서 이미 잔여주식취득에 필요한 다수의 승낙을 받아 잔여주식취득

은 공개매수에 승낙한 다수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개매수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표결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공

개매수자와 대상회사의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 없는 당사자들이고, 개별 

주주는 자유롭게 제안된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축출은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거래(self-dealing)에 해당하고, 소수주주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지배

주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고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거래조

건을 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격 측면에서 보면,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을 위한 축

출은 다수의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공개매수가격을 

다수의 주주가 지지했다는 사실이, 시너지 등도 포함한 매수가격의 공정

성이 추정되게 한다.68) 독립당사자 간에 충분한 정보공개가 되고, 진지

한 교섭이 된 결과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면, 법원이 사후적으로 별도의 

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

다.69)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을 위한 축출은 위와 같은 공개매수가격

이 있으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70) 그러나 지배주주의 축출은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을 것이다.71)

68) 片木晴彦, 「企業組織再編―対価の柔軟化と少数株主の保護」, 森淳二朗․上村達男編, 会社法にお

ける主要論点の評価(中央経済社, 2006), 246면. 

69) 太田洋,「レックス・ホールディングス事件東京高裁決定の検討」, 商事法務 1848号(2008), 7

면. 

70)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46면.    

71)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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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합병형 주식강제취득형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남용위험성⇩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남용위험성⇩

지 배 주 주 의 

축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남용위험성⇧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

남용위험성⇧

따라서 지배주주의 축출이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을 위한 축출보

다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표에 반영

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 3-1]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지배주주 축출의 남용

위험성 비교 

교부금합병형과 주식강제취득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교부금

합병형은 입법자가 소수주주축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보

니,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별도로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병을 하는 경우와 같이 합병 승인결의에 필요한 정

도의 주식 수(보통결의 50%~특별결의 67%)만 보유하거나,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승인결의에 필요한 만큼의 찬성표만 얻으면 된다. 그리고 교부

금합병형에서 일반적인 합병을 전제로 마련된 주주 보호장치들은 소수주

주축출 국면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식강제취득형은 입법자가 법으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도록 만

든 제도여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법에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주식강제취득형은 기본적으로 90%~95%의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

를 요건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강제매수는 공개매수자가 이미 보

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고 청약 대상주식 중에서 90%를 취득해야 해

서, 이른바 소수주주 과반수(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 요구된다. 독



- 34 -

교부금합병형 주식강제취득형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남용위험성⇩

남용위험성⇧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남용위험성⇩

남용위험성⇩

지 배 주주 의 

축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남용위험성⇧

남용위험성⇧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

남용위험성⇧

남용위험성⇩

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은 전문검사인의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대

한 검사, 금전대가에 대한 사후심사절차와 같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

다. 

따라서 교부금합병형이 주식강제취득형보다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표에 반영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 3-2] 교부금합병형과 주식강제취득형의 남용위험성 비교

결국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소수주주축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고,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

으며,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과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서는 중

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

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적합한 규율 무엇인지를 연구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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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합병형 주식강제취득형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미국 공개매수+약식합병 미국 無

영국 공개매수+SOA 영국 강제매수 

독일 無 (교부금합병×) 독일
강제취득 

(유가증권취득․인수법)

일본

공개매수+전부취득

조항부종류주식 

공개매수+교부금합병

일본 無

우리

나라
교부금합병

우리

나라
無

지 배 주주 의 

축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

미국 정식합병 미국 無

영국 SOA 영국 無

독일 無 (교부금합병×) 독일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주식법)

일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교부금합병
일본

특별지배주주의 주식

등매도청구

우리

나라
교부금합병

우리

나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표 4] 각국의 소수주주축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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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의 법리와 판례 

Ⅰ. 서설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미국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보편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식합병(long-form merger) 및 공개매수+약식합병

(short-form merger)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있다.72)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In re Siliconix Inc. 사건73)에서 공개매수+

약식합병 소수주주축출을 승인한 때인 2001. 6. 19.부터 2003. 12. 31. 사

이에, 델라웨어주에서 96개의 상장회사가 소수주주축출을 했고, 축출 전

에 지배주주는 35%에서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74) 이 중 27건은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었고, 67건은 정식합병을 이

용한 소수수주주축출, 2건은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첫

째, 공개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인 Y가 공개매수로 X의 지배주식

(controlling shares)을 취득하고, 이어서 X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려 할 수 

있다. 둘째, 지배주주가 폐쇄회사75)(close corporation)에서 소수주주를 축

72) Clark W. Furlow, supra note 15, at 85;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supra note 15, at 437-438.

73) No. CV-A-18700, 2001 WL 716787 (Del. Ch. June 19, 2001).

74) Guhan Subramanian, “Post-Siliconix Freeze-Outs: Theory and Evidence”, 36 J. Legal 

Stud. 1 (2007), at 8.

75) 공개회사는 주주 수가 많고 주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를 말하고 폐쇄회사는 주주 수

가 적고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말하자면 조합적 성격을 지닌 회사를 가리킨다. 공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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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려 할 수 있다. 셋째, 지배주주가 공개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

여, 개인회사(private corporation)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76)

2. 교부금합병의 위험성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는 협상을 할 수 없

어서 자신의 주식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가77)를 받을 위험이 상당하다. 

협상을 할 수 없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교

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과 단순 합병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교

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관련 법규를 준수했어도, 독립된 회

사들 간의 합병에서와 달리 불공정할 위험성이 있다.78) 대상회사의 소수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고 대가를 받아들이거나, 주식매수청구 절

차(appraisal proceeding)79)나 소송에서 대가가 적당한지 다투어야 한다. 

의 대표적인 예는 상장회사로 양자는 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개회

사는 상장회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15면. 

76) 소수주주축출은 법이 교부금합병을 허용하기 훨씬 전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합병대

가로 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은 ① Y가 지배하는 껍데

기회사(shell corporation)에게 X의 자산을 매각시킨 후 X를 해산시키는 방법 Theis v. 

Spokane Falls Gaslight Co., 34 Wash. 23, 74 P. 1004 (1904), ② Y가 X를 해산시키면서 

X의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 Lebold v. Inland S.S. Co., 82 F.2d 351 (7th 

Cir. 1936),cert.denied,316 U.S. 675 (1942), ③ 합병에서 X의 소수주주에게 상환우선주를 

발행해주는 방법 Outwater v. Public Ser redeemable vice Corp. of New Jersey, 103 N.J. 

Eq. 461, 143 A. 729 (1928)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합병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가의 유형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소수주주축

출에 합병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 

77) 경영진은 모회사와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고, 자회사의 주주를 외부인

(outsider)으로 봐서 무시할 수 있다 Brudney & Chirelstein, “Fair Shares in Corporate 

Mergers and Takeovers”, 88 HARV. L. REV. 297 (1974), at 298.

78) 단순 합병에서 가격은 독립 당사자 간(arm’s length)에 협상되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불

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적고, 사업 효율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크다. Ballantine, 

“Questions of Policy in Drafting a Modern Corporation Law”, 19 CALIF. L. REV. 465 

(1931). 

79) 미국의 주식평가 및 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은 우리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소 그 

내용이 다르다. 예컨대 합병인 경우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해달라

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의 주식평가 및 매수청구권은 합병대가가 주식, 유가증권인 

때에는 환가의 의미를 갖지만, 합병대가가 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적정성만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3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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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는 기존회사에서의 투자를 대신할 투자처도 찾아야 한다.80) 미

국 법원은 이렇게 소수주주축출이 불공정할 위험성에 대해서 일찍이 인

식했고, 미국에서 형성된 판례는 소수주주축출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3. 관련 법 및 법원의 심사기준  

(1) 개요 

미국은 Williams Act81), Sarbanes‐Oxley Act 같은 연방법과 각 주의 

법,82) 판례가 있으나, 소수주주축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고,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규율은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판례가 중

요하다. 미국에서 상장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되는 주가 델라웨어주이고, 

델라웨어주법이 대부분 합병계약의 준거법이 되므로, 델라웨어주의 판례

를 살펴보면 미국의 소수주주축출 규율을 알 수 있다.83) 여기에서는 소

수주주축출 관련 연방법과 주법 및 델라웨어주 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

본다. 

(2) 연방법 

소수주주축출 관련 법 중 연방법으로는 SEC규칙 13e-3(SEC Schedule 

80) Brudney, “A Note on GoingPrivate”, 61 Va. L. Rev. 1019, 1027-28 (1975), at 1023.

81) 공개매수 등을 규제하는 연방법이다. Act of July 29, 1968, Pub.L. 90-439, 82 Stat. 454. 

82)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주법은, 적대적 매수를 제한하는 입법(이른바 anti-takeover법)의 일환

으로 각 주에서 도입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 문헌으로, Dale Arthur Oesterle, “Delaware's 

Takeover Statute of Chills, Pills, Standstills, and Who Gets Iced”, 13 Del. J. Corp. L. 

879 (1988); Lucian A. Bebchuk & Assaf Hamdani, “Optimal Defaults for Corporate Law 

Evolution”, 96 Nw. U. L. Rev. 489 (2002). 이에 대한 일본 문헌으로, 中東正文, supra
note 28, 107면; 大田洋․今井英次郎, 「米国各州における企業買収規制立法の最新状況[上][下], 

商事法務 1722号(2005), 35면, 1723号(2005), 38면.

83) Robert Daines, “The Incorporation Choices of IPO Firms”, 77 N.Y.U. L. Rev. 1559 

(2002), at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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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3)이 있고, SEC규칙 13e-3에 따르면 정보공개의무가 있다.84) SEC규

칙 13e-3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1979

년 상장폐지거래에 특정한 공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포한 것이다. 지

배주주는 상장폐지거래(소수주주축출거래를 포함)를 할 때는, 해당 거래

의 진정한 목적, 거래의 해당 구조를 선택한 이유, 투자은행 작성의 공

정성에 대한 의견(fairness opinion) 요약, 대상회사의 과거 및 현재의 주

가 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SEC규칙13e-3이 상

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수주주축출 시에 회사정보가 부족한 

소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공개매수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85) 그러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연방법의 규제는 정보

공개의무 부과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86)

(3) 주법 

주법으로는 사업결합제한법(business combination statutes), 공정가격

법(fair price statutes)이 있다. 사업결합제한법이란 일정비율 이상의 주

식을 취득한 자(관계주주)가 대상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

는 법이다. 공정가격법이란 관계주주가 대상회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공정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법이다.87)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 보면, 사업결합제한법은 제1단계의 공

개매수를 한 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일정기간 제2단계의 약식합병을 할 수 없게 한다. 공정가격

84) Joshua M. Koening, supra note 13, at 524; 17 C.F.R. §240. 13e-3 (2005);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supra note 15, at 460 (2005); 西村総合法律事務所編, 

supra note 24, 873면. 

85)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5. 

86) Lucian A. Bebchuk & Assaf Hamdani, “Federal Corporate Law: Lessons From 

History”, 106 Colum.L.Rev. 1793 (2006), at 1812-1813.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

수주주축출을 할 경우 공개매수를 규제하는 Williams Act도 중요하다. 戸田暁, 「米国法を中心

とした公開買付制度の検討」, 商事法務 1732号(2005), 13면. 

87) 中東正文, supra note 28,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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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2단계의 약식합병을 할 때에 제1단계 공개매수의 매수가격 이상

의 가격을 지급하게 한다. 

델라웨어주에는 사업결합제한법88)만 있고, 공정가격법은 없다.89) 어떤 

자가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취

득하면 ‘관계주주(interested stockholder)’가 되고, 관계주주는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후 3년간 그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다.90) 이 규정의 예외사유로는 ①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91) ② 

한 번의 거래에서 8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92)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지배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

가 되고 나서 3년간은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없다. 결국 이사회는 승인

을 무기로 합병조건에 대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상회

사의 이사회의 협상력을 높여준 것이다.93)

(4) 법원의 심사기준 

미국 판례법상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

(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의 두 가지 의무로 나뉜다.94)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완화된 

88) Del. Code Ann. tit. 8 § 203 (2003). 

89) 大田洋․今井英次郎, supra note 82, 38면. 

90) Del. Code Ann. tit. 8 § 203(a) (2003).

91) Del. Code Ann. tit. 8 § 203(a)(1) (2003).

92) 이사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분모에서 제외하고 85% 이상이다. Del. Code 

Ann. tit. 8 § 203(a)(2)(2003). 

93) Martin Lipton, “Pills, Polls, and Professors Redux”, 69 U. Chi. L. Rev. 1037, at 1050 

(2002); 手塚裕之․太田洋․中山龍太郎, 「ポイズン・ピル，投票、そして教授達－再論[上][中]

[下]」, 商事法務 1641号(2002), 70면, 1643号(2002), 26면, 1644号(2002), 23면; 법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이 협상력을 활용해 합병조건을 소수주주에게 유리하게 정하기를 바라고 있

다.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이 협상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으로 승인을 

해서 소수주주축출이 되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In 

re Digex Inc., Shareholders Litigation, 789 A.2d 1176, 1201-1204 (Del. Ch. 2000).

9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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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경영판단법칙(business judgement rule)이고, 가장 엄격한 기준이 

완전한 공정(entire fairness) 기준이다. 중간(intermediate) 기준이 Unoca

l95)과 Revlon96) 기준이다.97) 이사회의 결정은 경영판단법칙에 의해 판단

되는 것이 원칙이다.98) 그러나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

영판단법칙은 적용되지 않고,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99) 지배

주주 신인의무의 구제적인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100)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축출거래의 양당사자가 되어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따라

서 델라웨어주에서 소수주주축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기거래 

때와 같이 완전한 공정 기준이 된다.101)

델라웨어주 외의 다른 주 중에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경영목적기준이 적용되는 주도 있다. 경영목적기준에 의하면 교부금합병

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합병이 소수주주축출 외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델라웨어주에서도 Weinberger 판결 이

전에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거래가 완전히 공정할 뿐

만 아니라, 적법한 경영목적(legitimate business purpose)이 있어야 한다

95)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96)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2d 173 (Del. 1985).

97) William T. Allen et al., “Function over Form: A Reassessment of Standards of Review 

in Delaware Corporation Law”, 56 Bus. Law. 1287 (2001), at 1297-1316; Jason M. 

Quintana, “Going Private Transactions: Delaware's Race to The Bottom?”, 2004 Colum. 

Bus. L. Rev. 547 (2004), at 568; 近藤光男, 「差別的自己株式の買付と経営判断の法則」, 商

事法務 1144号(1990), 33면; 吉井敦子, 「敵対的公開買付での取締役の責務の変化」, 商事法務 

1230号(1990), 37면.

98) 경영판단법칙에 의하면, ‘이사는 경영상 결정을 할 때, 그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추정이 되고, 원고가 이 

추정을 뒤집지 않는 한 이사 및 이사회의 결정은 보호된다. Aronson v. Lewis, 473 A.2d 

805, 812 (Del. 1984).

99) William Allen et al.,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2nd ed.) (Wolters Kluwer, 2007), at 515-516; Ivanhoe Parters v. Newmont 

Mining Corp., 535 A.2d 1334, 1344 (Del. 1987); Citron v. Fairchild Camera & 

Instrument Corp., 569 A.2d 53, 70 (Del. 1989). 

100) 김건식, 전게서(각주 8), 365면.  

101)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5,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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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목적기준이 적용되었다.102) 그러나 Weinberger 판결로 델라웨어

주에서 경영목적기준은 명시적으로 폐기되었다.103)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주요한 두 가지 방

식은 정식합병과 공개매수+약식합병이다. 정식합병은 지배주주의 교부금

합병형에 해당하고, 공개매수+약식합병은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해당한다. 2001년 이후 델라웨어주 법원은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

축출에는 완전한 공정 기준을,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

출에는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두 가지 소수주주

축출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104)  

Ⅱ. 정식합병 

1. 서설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인 인수회사(acquiring 

corporation) Y가 대상회사(acquired corporation) X를 Y나 Y의 완전자회

사에게로 합병되도록 하고, 합병계획에서 X의 각 주식에 대해 현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X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다. Y는 존속

회사여서 X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Y는 X의 

소수주주들에게 그들의 주식에 대해 현금을 지급할 것이지만, Y가 보유

하고 있는 X의 주식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현

102)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8.; Singer v. Magnavox Co. 380 A.2d 969 

(Del. 1977).

103) Weinberger, 457 A.2d at 715. 그러나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가 완전한 공정 기준과 함

께 경영목적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Jason M. Quintana, supra note 97, at 575; 中東正文, 

「M&A法制の現代的課題〔上〕-実務と理論の架橋-」, 商事法務 1658号(2003), 13면. 

104)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 유형에 대한 논문으로,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Priya Gupta, “Freezeouts In Delaware: An Exploration of the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2012 Colum. Bus. L. Rev. 707; Jason M. Quintana, supra note 97, 2004 

Colum. Bus. L. Rev. 547; Clark W. Furlow, “Back To Basics: Harmonizing Delaware’s 

Law Governing Going Private Transactions”, 40 Akron L. Rev.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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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병계획에서 정할 것이다.105) 소수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잃게 되지만, 지배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정식합병106)에서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에게 자신이나 자신이 완전히 

지배하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대상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을 승인할 것이고, 대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을 승

인하는 결의를 할 것이다.107) 지배주주가 이사회 승인과 주주 결의에 대

해 갖는 영향력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한다.108)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Weinberger 판결109)에서 이 기준을 정립했고, 

Kahn 판결110) 및 Rosenblatt 판결111)에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해 판시했

다.112) 이하에서는 경영목적기준이 폐기되기 전의 Singer 판결에 대해 살

펴본 후 위 세 가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 

105) Edward F. Greene, “Corporate Freeze-out Mergers: A Proposed Analysis”, Stanford 
Law Review, Vol. 28 No. 3 (1976), at 489-490.

106) Del. Code Ann. tit. 8, §251 (2012). 

107) 지배주주는 다수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회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회 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 Mary Siegel, “The Erosion of the Law of Controlling 

Shareholders”, 24 Del. J. Corp. L. 27 (1999), at 33;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투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모자회사의 합병에 투표하게 된 주주들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의 보복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배주주는 배당금 지급을 멈추거나 더 낮

은 가격으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의 구제수단은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밖에 없다. Citron v. E.I. Du Pont de Nemours & Co., 584 

A.2d 490, 502 (Del. Ch. 1990).

108) Joshua M. Koenig, supra note 13, at 533; Bradley R. Aronstam, et al., “Delaware's 

Going-Private Dilemma: Fostering Protections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Wake of 

Siliconix and Unocal Exploration”, 58 Bus. Law. 519 (2003), at 522. 델라웨어주의 완전

한 공정 기준은, 뉴욕주,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상장폐지거래의 유효성을 판

단할 때 이용되고 있다. Jason M. Quintana, supra note 97, at 570-571.

109)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110)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s, Inc., 638 A.2d 1110 (Del. 1994);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s, Inc., 669 A.2d 79 (Del. 1995).  

111) Rosenblatt v. Getty Oil Co., 493 A.2d 929 (Del. 1985). 

112)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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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nger 판결

1) 사실관계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1977년 선고한 Singer v. Magnavox Co. 사건113)

에서, North American Philips Corp.가 신설한 자회사를 통해서 

Magnavox 회사에 대한 공개매수를 하여 1주당 9달러에 주식의 84%를 

취득하였다.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자회사와 Magnavox 회사 사이의 

합병을 통해서 Magnavox 회사의 소수주주를 1주당 9달러를 주고 축출하

였다. 그 후 Magnavox의 소수주주인 Singer는, 이 사건 합병은 소수주주

를 축출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이며, 소수

주주에게 지급되는 합병대가로서 현금이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배주

주인 회사는 소수주주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

장하며, 이 사건 합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평법원

은 소수주주축출 이외에 영업상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해당 

합병이 사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합병대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해서 Singer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래서 Singer가 상소했다. 

2) 경영목적기준 

대법원은 합병의 무효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주주들의 청구를 기

각한 형평법원의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하였다. 회사를 지배하

는 주주는 소수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소수주주의 축출만을 목적

으로 합병을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소수주주에 대

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지배주주가 

경영상의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병조건 등이 Sterling 판결114)에서 

113) 380 A. 2d 969 (De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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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완전한 공정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평법상 요구되는 적정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15)

(2) Weinberger 판결

1) 사실관계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1983년 판결한 Weinberger v. UOP 사건116)에서, 

모회사인 Signal Companies는 자회사인 UOP(Signal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50.5%를 보유함)를 교부금 정식합병을 통해 합병하고 UOP의 소

수주주를 축출했다.117) 소수주주들은 한 주당 현금 21달러를 지급받았다. 

반대 소수주주들은 현금 대가를 거부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두 회사의 

이사들, 투자은행 Lehman Brothers를 상대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주장

하며 무효확인(injunctive relief) 또는 손해배상(monetary damages)을 구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형평법원은 합병이 공정하다고 봐서 피고 승

소 판결을 했다.118)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

면서, 거래가 완전한 공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소

수주주 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형평법원에 환송했

다.119)

114) Sterling v. Mayflower Hotel co. 93A. 2d 107(1952). 

115) 김건식, 전게서(각주 8), 396-397면. 

116) 457 A.2d 701 (Del. 1983).

117) 합병이 승인되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 Signal의 이사회는 자회사인 

UOP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로 했다. Signal의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UOP의 

CEO이자 Signal 그룹의 경영자인 James V. Crawford에게 이 의도를 알리고, 주당 가격은 

$20~$21로 매겼다. 이후 Signal 이사회는 소수주주에게 주당 $21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병안

을 승인하였고, 이 가격은 $15정도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UOP 이사회는 이 조건

을 승인했고, 합병을 추진했다. 

118) Weinberger v. UOP, Inc., 426 A.2d 1333 (Del. Ch. 1981), rev'd, 457 A.2d 701 (Del. 

1983).

119) Weinberger, 457 A.2d at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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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한 공정 기준 

Weinber 판결은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판단기준이 완전

한 공정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공정한 

거래(fair dealing)와 공정한 가격(fair price)인지를 심사한다고 하였다. 

공정한 거래는, 거래 시기, 거래가 어떻게 개시되었고, 구조(structure)

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어떤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사에게 어떻게 공

개되었고, 이사 및 주주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거래의 절차적인 

문제이다. 공정한 가격의 개념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사

에 대한 비율적인 지분이다.120) 공정한 가격은 경제, 금융 관점에서 고려

되는데, 회사 자산가치, 주가, 수익, 미래수익예상, 기타 주식의 본원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가

격은 어느 한쪽만이 결정적 요소는 아니고, 둘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거래가 완전하게 공정하였는지가 판단된다.121)

대법원은 완전한 공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판시했

다. 첫째, Signal의 두 임원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valuation report)를 

Signal 이사회에게만 나눠주고, UOP에게는 나눠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

았다. 보고서는 Signal과 UOP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한 

주당 24달러(실제로 지급된 한 주당 21달러보다 14% 더 높은 가격)까지 

지급해도 Signal에게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둘째, 대

법원은 Lehman Brothers가 UOP 이사회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건

성으로 작성해 준 점을 지적했다. Lehman의 파트너는 UOP 이사회 회의

에 가는 비행기에서 의견서를 작성했고, Lehman이 평가한 가격은 공란

으로 남아 있었다. 셋째, 대법원은 UOP의 회장이자 CEO인 James 

Crawford가 Signal의 첫 제안인 21달러에 대해 더 협상하지 않은 점을 

120) Weinberger, 457 A.2d at 713. 

121) Weinberger, 457 A.2d at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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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다.122)

대법원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가격의 공정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에서 적용

되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충한다. 종래 델라웨

어주에서 적용해 온 자산가치, 시장가치, 수익가치의 세 가지를 적당히 

가중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하던 가중평균법은 ‘금융계에서 사용되는 일

반적인 기법을 배제하는 한’ 이제 분명히 시대에 뒤진 것이다. 앞으로 

주식매수청구절차에서 주식의 평가는 기업금융이론 내지 실무상 일반적

으로 승인된 방법 또는 재판절차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야 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62조는 주가의 산정에 있어 ‘모든 관계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되 합병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가치 중에서 사행성 있는(speculative) 것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

원은 이러한 사행성의 예외를 아주 협소한 예외로 보아 합병 시에 알려

지고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가치도 주가산정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부금합병의 경우 주주들이 축출됨으로써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

다.123)  

3) 구제수단

대법원은 앞으로 교부금합병에서 소수주주가 가격의 불공정을 이유로 

금전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식평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즉 원고는 합병

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의 불

공정 이외에 사기, 부실표시, 고의적인 낭비 등의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에는 종래와 같은 형평법상의 구제가 인정된다고 했다.124)

122) Weinberger, 457 A.2d at 708-713.

123) 김건식, 전게서(각주 8), 399면; Weinberger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을 ‘Delaware block 방법’에서 ‘금융계가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으로 변경하

였다. Weinberger, 457 A.2d at 712-13. 



- 48 -

4) 경영목적기준 폐기

대법원은 델라웨어주가 취하고 있는 공정성 기준, 현재 주주들이 행

사할 수 있는 강화된 주식매수청구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구제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 등에 비추어 Singer 판결에서 제

시된 경영상의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보호에 더 기여할 것이 없으므로 

이 요건은 폐기한다고 했다. 

5)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 

대법원은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주에서 의미 있는 설시를 

했다. 만약 UOP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Signal과 

독립당사자간의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를 했다면, 결론은 전혀 달

랐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모자회사 관계에서, 거래가 사실상 당사자 각

자가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은, 거래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125).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자회사에 설치하여 모회사와 교섭

하게 하는 실무가 관행이 되었다.126)

(3) Kahn 판결

1) 사실관계 

Weinberger 판결 후 수년 간,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124) 김건식, 전게서(각주 8), 400면. 

125) Weinberger, 457 A.2d at 709 n.7.

126)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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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법원이 어떻게 취급해야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127) Weinberger 판결로부터 11년이 지나 델라

웨어주 대법원은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s 사건128)에서 이 

의문을 해결했다. 

Kahn 사건에서 Lynch의 지배주주인 Alcatel(Lynch 주식의 약 44%를 

보유)이 합병을 해서 Lynch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했다. Lynch 이사회는 

Alcatel과 협상하기 위해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

다. Alcatel은 한 주당 현금 14달러를 제안했다. Lynch 특별위원회는 17

달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lcatel은 15달러, 15.25달러, 최종적으

로 15.50달러를 제안했으나, Lynch 특별위원회가 모두 거절했다. 교착 상

태를 타개하기 위해, Alcatel은 특별위원회에게‘만약 특별위원회가 한 

주당 15.50달러 가격을 주주들에게 권고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가격으

로 소수주주들에게 직접 적대적 공개매수(unfriendly tender)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했다. 이 위협을 받고, Lynch 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

로 15.50달러 제안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Lynch의 소수주주들은 완전한 공정 심사를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 형

평법원은 매수회사와 특별위원회 사이의 협상으로 독립당자가간의 거래

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15.50달러 가격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원

고에게로 전환되고,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형평

법원은 피고 Alcatel과 Lynch Communications의 승소판결을 했고,129) 원

127)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형평법원(Chancery Court)의 취급방식은 나뉘었다. In 

re Trans World Airlines,Inc. 사건에서, 특별위원회 승인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

출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전한 공정 기준에서 경영판단법칙으로 변화시킨다고 판시했다. Civ. 

A. No. 9844, 1988 WL 111271, at *7 (Del. Ch. Oct. 21, 1988). 이 판결은 Kahn v. 

Lynch Commc'n Sys., 638 A.2d 1110 (Del. 1994)에서 폐기되었다.

    반면에 in Citron v. E.I.Du Pont de Nemours & Co. 사건과 Rabkin v. Olin Corp. 사건에

서, 특별위원회 승인은 완전한 공정 심사에서 입증책임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전환시킬 뿐

이라고 판시했다. 584 A.2d 490, 504-10 (Del. Ch. 1990); C.A. No. 7547, 1990 WL 

47648, at *6 (Del. Ch. Apr. 17, 1990), aff'd, 586 A.2d 1202 (Del. 1990).

128) 638 A.2d 1110 (Del. 1994).

129) Kahn v. Lynch Commc'n Sys., Civ. A. No. 8748, 1993 WL 290193 (Del. Ch. July 9, 

1993), rev'd, 638 A.2d 1110 (De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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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소했다. 

2) 판시내용 

상고심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독

립위원회의 승인이 불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을 원고에게로 전환시키지만, 

적대적 공개매수를 한다는 Alcatel의 위협이 Lynch 독립위원회가 독립적

으로 협상할 능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독립위원회가 적대적 공개매

수의 위협에 굴복했기 때문에 독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이

익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고 봐서 입증책임이 전화되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130)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됐고, 완전한 공정의 입증 책임은 다시 피

고에게 돌아갔다.131)

3) 독립위원회 협상의 효과 

대법원은 독립위원회가 협상해도 합병의 자기거래적인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위원회의 협상은 판단기준을 완전한 공정 기준

에서 경영판단법칙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이다.132) 다만 독립위원회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Lynch사의 독립위원회는 Alcatel사의 

위협에 의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입증책임

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Rosenblatt 판결

130) Lynch, 638 A.2d at 1119-20.

131) 환송심에서 델라웨어 형평법원(Chancery Court)은 피고가 완전한 공정을 입증했다고 판결

했다. Kahn v. Lynch Commc'n Sys., Civ. A. No. 8748, 1995 WL 301403, at *3 (Del. 

Ch. Apr. 17, 1995).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Kahn v. Lynch Commc'n Sys., 

669 A.2d 79 (Del. 1995). 

132)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s, Inc., 638 A.2d at 1116-1117. 



- 51 -

1) 사실관계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위원회

를 설치하여 협상하게 하는 방법 외에,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

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소수주주 과반수 승인의 법적효과가 문제

가 된다.133)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한 사건

이 Rosenblatt v. Getty Oil Co.사건134)이다.

Rosenblatt 사건에서 지배주주인 Getty Oil이 1976년에 (직접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손자회사인 Skelly Oil 

Company의 소수주주들을 합병을 통해 축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자산

평가를 위해서 독립적인 석유엔지니어링업체를 고용하고 투자은행을 선

임했다. Getty의 업무집행담당최고책임자 Harold Berg와 Skelly의 회장인 

James Hara가 협상했다. Berg와 Hara는 Skelly 주식 한 주당 Getty 주식 

0.5875주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Skelly 이사회는 거래를 승인했고, 

주주 표결에 부쳤다.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이 합병의 조건은 아니었지

만, Skelly 소수주주의 89%가 거래를 승인했다.135) 합병이 끝나고 불만이 

있는 Skelly 주주가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형평법

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형평법원은 합병이 소수주주들에게 공정하다

고 판결했고, 원고들은 항소했다.

2) 판시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합병은 절차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공정하다는 이

133) 지배주주가 특별위원회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소수주주를 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이 소

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법적으로 더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William T. Allen et 

al., supra note 97, at 1307-08.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4) 493 A.2d 929 (Del. 1985).

135) Id. at 9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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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이 판시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평가서를 자

회사에 개시해야 하는 경우는 Weinberger 판결에서와 같이 그 자료가 

자회사의 이사나 임원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 모회사와의 

교섭을 담당한 자들이 자회사의 외부이사이고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한 경우에는 절차적 공정성은 크게 향상된다. 

㈂ 소수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은 공정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주식의 평가가 외부의 공정성 의견과 외부전문가의 평가에 기하여 이루

어진 경우 종래의 델라웨어공식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136)

3) 소수주주 과반수 승인의 효과

대법원은 형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소수주주 과반수의 합병 승

인은 완전한 공정의 입증책임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전환시킨다고 판

시했다.137) 그러나 대법원은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판단기준 자체를 

완전한 공정 기준에서 경영판단법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

다.138)

(5) Rabkin 판결

1) 사실관계

Rabkin v. Philp A. Hunt Chemical Corp. 사건139)의 사실관계는 다음

과 같다. 1983년 3월 1일 Olin Corporation은 Philip A. Hunt Chemical 

Corporation의 대주주로부터 Hunt 주식 63.4%를 주당 25달러에 취득하였

136) 김건식, 전게서(각주 8), 402면.

137) Id. at 937. 

138)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16.

139) 498 A. 2d 1099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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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수계약에 의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Olin이 Hunt의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역시 25

달러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Olin은 처음부터 Hunt의 나머지 주식을 매

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25달러의 구속을 받는 1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매

수에 착수하였다. Olin은 매수가격으로 주당 20달러를 제시하였고 Hunt

의 이사회도 결국 그에 동의하여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 Hunt의 소수주

주인 원고는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Olin이 합병시

점을 불공정하게 조작함으로써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2) 판시내용

형평법원은 Weinberger 판결에 의하면 사기적인 요소(deception)가 없

는 한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원

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

법원은 Weinberger 판결이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의 구제수단을 반드시 

사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공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시점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Olin이 합병시점을 늦

춘 것이 절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다고 판시했

다.140)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 서설

소수주주축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게는 어떠한 

140) 김건식, 전게서(각주 8),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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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remedy)이 있을까? 불공정한 자기거래(self-dealing)의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거래의 무효화(rescission)는 소수주주축출에서 가능하지 않

다. 소수주주축출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서 회사와 주주

를 이전의 지위로 복귀시키는 것은 비실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

는 주식매수청구(appraisal)나 원상회복적손해배상(rescissory damages) 소

송 중 하나로 구제받을 수 있다. 소수주주가 이 두 가지 구제수단을 모

두 이용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2) 주식매수청구와 소송

법원이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서, 소수주주는 주(州) 회사법 하에서 적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구제수단이 있다. 회사법의 합병조항에는 합병 

반대주주가 회사에게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격의 현금을 지급

하고 그들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 조항이 있

다. 그러나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축출에 완벽한 만족을 

주는 구제수단은 아니라고 봐왔다.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취약함

을 고려해서, 흔히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사가 소수주주축출을 하면서 신

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다.141)

(3) 견해의 대립 

주식매수청구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그 

밖에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배타적인 구제수단인지에 관해서는 주마다 법원의 해석이 다양하다. 이

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주식매수청

구권이 제정법이나 판례법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한, 반대주주가 그 밖

141) Franklin A. Gevurtz, supra note 7, at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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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극단적인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합병에 대한 다른 어떠한 이의제기도 배

제시킨다고 한다.142) 두 번째 입장은 주식매수청구 제도가 갖춰져 있어

도, 합병이 위법한 경우와 합병이 소수주주에 대한 사기적 의도 하에 실

행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형평법(Equity)상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입장이 미국에서 주류이다.143)

(4) 판례의 태도 

Weinberger 사건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보통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구제만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기(fraud), 허위표시

(misrepresentation), 자기거래(self-dealing), 회사자산의 의도적인 낭비

(deliberate waste)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적손해배상(rescissory 

damages)144)을 포함한 모든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즉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

권이지만, 절차의 불공정 정도가 심한 경우(사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형

평법상의 구제를 포함한 모든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수주주는 교부금합병에 대해 주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

매수청구권은 덜 자주 행사한다.145) 주식매수청구권은 결과가 애매모호

하고,146) 자기거래에 맞춰진 제도가 아니라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

142) Yanow v. Teal Indus., Inc., 178 Conn. 262, 422 A.2d 311 (1979). 

143) Victor Broadcasting Co. v. Mahurin, 236 Ark, 196, 365 S. W. 2d 265, 270 (1963); 

Stauffer v. Standard Brands, Inc., 40 Del. Ch. 202, 178 A.2d 311, 313 (1962), affirmed 

187 A. 2d 78 (Del. 1962); Opelka v. Quincy Memorial Bridge Co., 335 Ill. App. 402, 

82 N. E. 2d 184, 188 (1948); Colby v. Equitable Trust Co., 55 Misc. 355, 106 N. Y. S. 

801, 804 (1907), rev'd on the other grounds 124 App. Div. 262, 108 N. Y. S. 978 

(1908); Willcox v. Stern, 18 N. Y. 2d 195, 273 N. Y. S. 2d 38 (1966).  

144) 원상회복적손해배상의 금액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서의 공정한 가격보다도 커질 수 있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한 가격의 산정에서는 합병 직전 순간의 가격이 고려되는데 반해, 

원상회복적손해배상의 산정에서는 합병 후에 나타나는 합병효과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적손해배상에서 이러한 이유는 피고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

로부터 얻은 이익을 보유하게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가치판단에 근거한다.  

145)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54.



- 56 -

주주축출의 소수주주에게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소수주주

는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나 연방증권법의 공개의무 위반처럼 법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해서 합병에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에서 상장폐지거래 관

련 판례들은 대부분은 이 유형의 소송이 제기된 사건들이다.147)

(5) 실제 사례 

1) 합병의 불공정과 소송  

합병이 위법하거나 합병 시 회사 측에 사기적 의도가 있는 경우와 마

찬가지로, 합병이 불공정한 경우 주주가 합병의 금지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Outwater 사건148)에서 뉴저지주 1심 법원의 판결과 1931

년 Cole 사건149)에서 델라웨어주 1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합병의 내

용이나 효과가 불공정한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 주주가 그 금지 및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었다.150)

2) Sterling v. Mayflower Hotel Corp. 사건151)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46년에 Hilton Hotel Corp.(Y2 

회사)는 Mayflower Hotel Corp.(Y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고, 

이 때부터 Y2 회사의 경영진은 Y1 회사와 Y2 회사의 합병을 계획했다. 

1950년 Y1 회사의 전체 이사가 Y2 회사가 지명한 자로 되었다. 그 후 

주식을 계속 취득해, 1952년 Y2 회사는 Y1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146) Mary Siegel, “Back to the Future: Appraisal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32 

Harv. J. on Legis. 79 (1995), at 93.

147)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58. 

148) Outwater v. Public Service Corp. of New Jersey, 143 Atl. 729, 732 (N. J. Ch. 1928). 

149) Cole v. National Cash Credit Association, 156 Atl. 183 (Del. Ch. 1931). 

150) 柴田和史, 「合併法理の再構成(5) -吸収合併における合併対価の検討-」, 法学協会雑誌

(1989), 101면. 

151) 93 A. 2d 107 (Del.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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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의 주식을 취득했다. 1952년 Y2 회사는 Standard Research 

Consultant Inc.(소외 A회사)에게 Y1 회사와 Y2 회사의 합병에서의 공정

한 합병비율을 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소외 A회사의 부사장 B가 이 조

사를 하여, B는 Y1 회사 주식 1주에 대해 Y2 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는 

합병비율이 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보고에 기초해, Y1 회사

와 Y2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비율을 1대1로 하는 합병을 주진해, 1952년 

4월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다. 이에 대해 Y1 회사의 

주식 합계 32295주(약 8%)를 보유하는 Sterling 등 소수주주(X)는, 이 사

건 합병의 내용이 Y1 회사 소수주주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을 이유

로 해서, 이 사건 합병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심 법원이 회

사 측에 사기나 악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병은 소수주주

에게 공정하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X가 상소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Y1 회사의 지배주주인 Y2 회사가 Y1 회사의 

재산을 처리할 때에 Y1 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Y2 회사는 거래의 양 당사자측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Y2 회사는 

거래가 완전히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그 증명은 법원에 

의해 엄밀한 검토(careful scrutiny)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대

법원은 이 사건 합병비율을 검토하여, Y2 회사 주식 1주의 가치는 Y1 

회사 주식 1주의 가치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합병비율이 

Y1 회사 주주에 대해서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3) David J. Greene & Co. v. Dunhil International, Inc. 사건152)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63년 이후 Dunhil International, 

Inc.(Y회사)는 운동구 생산에 종사하는 Spalding & Bros., Inc.(소외 A회

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1968년 5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0.3%을 보

유한 Y회사는 A회사를 합병에 의해 흡수할 것을 결정해, 투자조사회사

152) 249 A. 2d 427(Del. Ch.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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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외 B회사에게 공정한 합병비율 조사를 의뢰했다. B회사는 조사 결

과, A회사 주식 1주에 대해 Y회사가 2달러 배당우선권부상환주식 1주를 

교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10월, A회사의 주주총회에

서 위 합병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Y회사와 A회사의 합병계약이 승인되었

다. 이에 대해 A회사 주식 30,685주를 보유하는 David J. Greene & 

Co.(X회사)는, A회사의 모회사인 Y회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해 이 사건 합병의 합병비율을 매우 불공정하게 정하였다는 점을 이유

로, 이 사건 합병실행의 금지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형평법원은 델라웨어주에서 모자회사간의 합병이 금지되

어야 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해당 합병이 공정한지 여부가 확립된 판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모회사는 거래의 양 당사자 

측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는 거래가 완전히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 입증은 법원의 엄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A회사의 수익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Y회

사는 자본환원율 역수로서 15 또는 16을 채용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기에 

충분한 입증을 못하여, 합병비율 및 합병이 공정하다고 하는 입증을 하

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합병 실행을 금지하는 가

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판시하였다.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정식합병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해당한다. 위 판례들의 사실

관계를 보면 Signal companies는 UOP 주식의 50.5%, Alcatel은  Lynch 

주식의 44%, Getty Oil은 직접 그리고 자회사를 통하여 Skelly Oil 

Company 주식의 80%, Olin Corporation은 Hunt Chemical Corporation 주

식의 63.4%를 보유한 상태에서 정식합병을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는 지배주주가 40~60%

의 지분만 가지고 나머지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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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법

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대상회사 이사회를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을 

위한 축출과 달리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찾기 어려워 지배주주에 의한 남

용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법원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해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한다. 최근 판결

들이 설시를 덧붙이거나,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위와 같은 판례

의 태도는 일관되게 적용되었다.153) Lynch 판결과 Rosenblatt 판결에 따

르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협상과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된다.154) 델라웨어주 법원은 정식합

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엄격한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심사해서, 지

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정 기준에서 피고가 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나, 사외이

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협상이나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있는 경

우에는 불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로 전환된다.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로 전환된다.155)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정식합병에서 독립위원회의 협상이나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제 거래에서 독립위원회의 협상

이나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지만, 절차의 불공정 정도가 심한 경우(사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적손해배상(rescissory damages)을 포함한 모든 

153) In re Cox Commc'ns, Inc. S'holders Litig., 879 A.2d 604 (Del. Ch. 2005); In re 

Cysive, Inc. S'holders Litig., 836 A.2d 531 (Del. Ch. 2003). 

154) Donald J. Wolfe, Jr., “The Odd Couple: Majority of Minority Approval and the 

Tender Offer”, M&A Law., Nov./Dec. (2002), at 6. 

155) Lynch Commc'n Sys., 638 A.2d at 1117; Rosenblatt v. Getty Oil Co., 493 A.2d 929, 

937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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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다.

Ⅲ. 공개매수+약식합병  

1. 서설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

작했다. 공개매수+약식합병은 정식합병과 같은 결과를 낳지만 과정이 다

르다. 지배주주는 먼저 대상회사 주주에게 직접 공개매수를 할 의도를 

알린다. 그러면 대상회사는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고, 특별위원회가 지배주주와 협상하고, 소수주주에게 Schedule 14D-9 

권고(예를 들면 승인, 거부, 중립 또는 입장을 취할 수 없음)를 한다.156)

지배주주가 공개매수에서 대상회사 주식의 90%를 취득하면, 공개매수에 

응모하지 않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 주주결의가 필요 없는 약식

합병을 할 수 있다.157) 법원은 공개매수+약식합병의 두 부분 모두 완전

한 공정 기준이 아닌 경영판단법칙으로 심사했다.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공개매수와 약식합병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개로 

정립되었고, 심사기준이 정립되자 이 방식의 사용이 증가했다.158)

2. 판례 

(1) Solomon 판결

1) 사실관계 

156)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supra note 15, at 453-455. 

157) Del. Code Ann. tit. 8, § 253 (2001 & Supp. 2004); Model Bus. Corp. Act § 11.04 

(1983).

158) 2001년에 공개매수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나타난 이래로, 소수주주축출의 28%가 이 방

법을 사용했다. McGuinness & Rehbock, 위의 논문, at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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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앞부분인 공개매수에 

어떤 심사기준이 적용될까?159)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1996년 Solomon v. 

Pathe Communications Corp. 사건160)에서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lomon v. Pathe Communications Corp. 사건의 사

실관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은행인 Credit Lyonnaise Banque 

Nederland N.V.(CLBN)는 Pathe의 주식 89.5%를 취득한 후, 4명의 Pathe 

이사들을 축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어 CLBN는 Pathe의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하기로 했다. Solomon은 공개매수에 응

모한 Pathe의 주주들을 대표해서, 이사들이 공개매수 가격을 제대로 협

상하지 않아 주의의무(duty of care)와 공정거래 의무(duty of fair 

dealing)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2) 공개매수에 대한 심사기준 

Solomon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평법원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는 완전한 공정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지지했

다.161) 법조계는 모회사와 공개매수 조건을 협상하는 자회사의 이사회에 

초점을 둬서, 지배주주의 공개매수는 이익충돌이 일어나므로 완전한 공

정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의외라고 생각했

다.162) 그러나 대법원은 공개매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거래여

서 이익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 없는 당사자들이

159) 과거에 변호사들은 앞부분인 공개매수도 완전한 공정 심사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소수주

주축출이라는 정식합병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Bradley R. Aronstam et al., supra
note 108, at 520; Lynch v. Vickers Energy Corp. 판결은 공개매수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에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이 Weinberger 판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351 A.2d 570 (Del. Ch. 1976), rev'd on other grounds, 383 

A.2d 278 (Del. 1977).   

160) Solomon v. Pathe Commc'ns Corp., 672 A.2d 35 (Del. 1996).

161) Id. at 39.

162)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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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제나 공개의무 위반이 없다면, 개별 주주는 자유롭게 제안된 가격

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163)

대법원은 공개매수가 완전한 공정 심사를 받지 않긴 하지만, 강제적

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164)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제

안을 받아들일지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공정한 가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165) Solomon 사건에서 공개매수는 소수주주

축출을 목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을 목표한 공개매수도 

법원이 마찬가지로 판단할지는 불명확했다. 이를 명확히 한 것이 다음의 

Siliconix 판결이다. 

(2) Siliconix 판결 

1) 사실관계 

형평법원이 2001년 In re Siliconix Inc. 사건166)에서 공개매수를 이용

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Vishay Intertechnology는 

Siliconix의 소수주주를 축출했다. Vishay는 Silconix의 지배주주였고, 

Siliconix 주식의 80.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수주주에게 한 주당 현금 

28.82달러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가격은 시장가격에 10%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었다. Vishay는 만약 90%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똑

같은 28.82달러의 가격으로 교부금 약식합병을 통해 Siliconix를 자회사에 

합병시키겠다는 것도 통지했다. Siliconix는 Vishay와 협상할 두 명의 독

립된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고문과 

금융고문을 고용했고, 제안된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때까

163) In re Siliconix Inc. S'holders Litig., Civ. A. No. 18700, 2001 WL 716787, at *6  

(Del. Ch. June 21, 2001)

164) 672 A.2d 35 (Del. 1996).

165) Id. at 40.   

166) In re Siliconix Inc. S'holders Litig., Civ. A. No. 18700, 2001 WL 716787 (Del. Ch. 

June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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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Siliconix의 주식은 $28.82 이상으로 올랐다. 3개월의 협상 후에, 

Vishay는 현금교부 공개매수에서 Siliconix 주식 한 주마다 Vishay 주식 

1.5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주식교환 공개매수로 바꿨다. 시장가격 

이상의 프리미엄이 고려되지 않았다. Siliconix 발행주식의 6%를 보유하

고 있던 소수주주인 Raymond L. Fitzgerald는 제안된 교환비율이 불공정

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2) 공개매수에 대한 심사기준 

Solomon 판결을 인용하면서, 형평법원은 공개매수를 이용한 소수주주

축출에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167) 소수주주는 자신의 이

익을 위해서 자신의 평가에 기초해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들이거나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매

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안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68)

Siliconix 판결에서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앞

부분인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Siliconix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공개매수

가 강제적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를 명확히 한 것이 다음의 Pure 

Resources 판결이다.

(3)  Resources 판결

1) 사실관계  

167) Pritchard, “Tender Off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Specter of Coercion and 

Fair Price”, 1 Berkeley Bus. L.J. 83  (2004), at 101.

168) 공개매수의 성패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따르는 점, 공개매수는 합병과 달리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의 거래인 점,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법률상 적극적으로 공개매수절차에 관여하지 않

는 점 등 때문에, 중대한 공개의무위반이 있거나 공개매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한,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In re Siliconix, 2001 WL 716787, a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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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 Pure Resources 사건169)에서, Pure Resources(이하 ‘Pure'라고 

한다) 주식의 65.4%를 보유하는 Unocal이,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 잔

여주식 전부에 대해서 Pure사의 주식 1주에 Unocal사의 주식 0.6527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하려고 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Pure가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가 응모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반

대 소수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수주주는 공개매수 청약이 강제

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공정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 공개매수가 강제적이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요건 

형평법원은 공개매수+약식합병이 소수주주들을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에 빠지게 해서, 주식에 대해 최적의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수락하도록 강요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했다. 소수주주에 

대한 강제성은 정식합병에 의한 경우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170)

형평법원은 소수주주축출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기준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판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오직 공개매수가 소수주주에게 강제적

이지 않을 때라고 하였다. 지배주주의 공개매수가 강제적이지 않다고 하

려면 아래의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소수주주의 과반수가 공개

매수에 찬성하는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하는 것, ② 지배주주가 공

개매수에 의해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

개매수와 같은 금액의 대가로 약식합병을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③ 지

배주주는 소수주주가 공개매수에 응모하지 않을 경우 보복한다는 위협을 

169) In re Pure Resources, 808 A.2d at 427-429. 

170) In re Pure Res., Inc., S'holders Litig., 808 A.2d 421, 439-41 (Del. 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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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이다.171) 이를 통해 공개매수가 자발적인 선택을 왜곡시키

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172)

(4) Glassman 판결 

1) 사실관계 

Siliconix 판결은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앞부

분인 공개매수에 관한 것이었고, 뒷부분인 약식합병도 완전한 공정 기준

이 적용되지 않는지 불분명했다. 이를 명확히 한 것이 Glassman v. 

Unocal Exploration Corp.ad 판결이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iliconix 판

결로부터 1달 후인 2001년 7월 Glassman v. Unocal Exploration Corp.ad 

사건173)에서 교부금 약식합병에 관하여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공개매수

는 없었다. 

모회사인 Unocal Corporation(이하‘Unocal’이라고 한다)이 자회사인 

Unocal Exploration Corporation(이하‘UXC’이라고 한다)와의 약식합병

을 실시했을 때, Unocal은 UXC 주식의 96%를 보유하고 있었다. Unocal

은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로 정했고, UXC는 거래조건을 협상할 세 명의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사자들은 UXC 주식 한 주당 

Unocal 주식 0.54주의 교환 비율에 합의했고, Unocal이 UXC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에 따른 약

식합병으로 소수주주축출을 하였다. UXC사의 소수주주는 교환비율이 불

공정하고 Unocal사 및 UXC사의 이사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174)

171)  In re Pure Res., 808 A.2d at 445; Subramanian, supra note 25, at 48; Christopher 

A. Iacono, “Tender Offers and Short-Form Merg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Delaware Law: The 800-Pound Gorilla Continues Unimpeded--In re Pure Resource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28 Del. J. Corp. L. 645 (2003), at 668-669.

172) In re Pure Res., Inc., S'holders Litig., 808 A.2d 421 (Del. Ch. 2002) at 445. 

173) 777 A.2d 242 (De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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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합병에 대한 심사기준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했다.175)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며, 완전한 

공정 기준은 약식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입법

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합병을 간단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약식합병 규정을 만들었는데, 약식합병에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입법의도를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76) 대법원은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해서 입법의도를 지키고자 했다.177) 이렇게 해서 공

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의 약식합병도 완전한 공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3. 소수주주 구제수단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와 달리,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집단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주식매수청구권

만 행사할 수 있다.178) 주식매수청구 절차는, 패소자가 변호사비용 등 소

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집단소송과 달리 소수주주가 변호사비용, 

174) Glassman, 777 A.2d at 243-244. 

175) In re Unocal Exploration Corp. S'holders Litig., 793 A.2d 329 (Del. Ch. 2000), aff'd 

sub nom. Glassman v. Unocal Exploration Corp. (In re Unocal Exploration Corp. 

S'holders Litig.), 777 A.2d 242 (Del. 2001).

176) 약식합병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53조는, 회사 주식의 9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약식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전한 공정 기준에서의 

공정거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지배주주 및 대상회사의 이사가 약식합병 조항에 규정된 

절차만 따라서는 공정거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약식합병 조항에 규정된 절차 

외에,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법률 전문가를 고용해서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 시간과 비

용을 들이지 않고 간이하게 합병할 수 있게 해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된다. Id. at 

247-48.

177) Glassman, 777 A.2d at 247-48.

178)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30-31; Del. Code Ann. tit. 8 §2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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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증인비용 등 고액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

유에서 주식매수청구 절차는 완전한 공정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는 소송

에 비해 취약한 구제수단이라고 한다.179)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공개매수+약식합병은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해당한다. 공개매

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법에 별도로 마련되

어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자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나 자기거래(self-dealing)가 아니라, 독립당사자간의 거래

(arm's-length dealing)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공개매수가격이 있어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하므로,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법원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약식합병

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공개매수

+약식합병에서 공개매수에 대하여는 Siliconix 판결에 따라, 약식합병에 

대하여는 Glassman 판결에 따라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매수+약식합병에서는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1단계의 공개매수

에 응하도록 강압하는 효과(coercion)가 있을 수 있다.180) 그래서 법원은 

Pure Resources 판결에서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공개매수가 강제적이지 않을 때로 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소수주주

179)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9, at 31; 주식매수청구절차는 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 John C. Coffee, Jr., “Transfers of Control and the Quest for 

Efficiency”, 21 Del. J. Corp. L. 359 (1996), at 412; 주식매수청구절차에서는 소수주주가 

공정한 가격이 아닌 최소한의 가격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rian M. Resnick, “Note, 

Recent Delaware Decisions May Prove to Be "Entirely Unfair" to Minority Shareholders 

in Parent Merger with Partially Owned Subsidiary”, 2003 Colum. Bus. L. Rev. 253 

(2003), at 258; Ronald J. Gilson & Jeff. N. Gord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152 U. Pa. L. R. 785 (2003), at 831-832.

180)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도서출판 개신, 2009), 241면 이하;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서

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1), 791-792면; 정동윤, 주석상법[회사(Ⅶ)](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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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반수의 공개매수 찬성, ② 공개매수와 같은 금액의 대가로 약식합

병 실행, ③ 공개매수 응모 거부에 대한 보복위협 금지를 제시하였다. 

공개매수+약식합병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는 구제수단으로 

주식청구권 행사만 할 수 있고, 집단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학계와 법조계는 법원이 공개매수+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과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주목했다.181) 정

식합병과 공개매수+약식합병은 소수주주축출이라는 같은 결과를 낳으므

로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

서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182) 그러나 

형태에서 차이가 나므로 법원이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

해도 있다.183)

제2절 유럽연합의 법리와 판례

Ⅰ. 교부금합병의 가부

1. 현금대가 제한

유럽에서도 미국처럼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

을까? 유럽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합병에 관

181) Aronstam et al., supra note 108, at 520; Ronald J. Gilson & Jeff. N. Gordon, supra
note 179, at 817-827; Pritchard, supra note 167, at 83; In re Pure Res., Inc. S'holders 

Litig., 808 A.2d 421, 443 (Del. Ch. 2002); In re Siliconix Inc. S'holders Litig., No. Civ. 

A. 18700, 2001 WL 716787, at *7 (Del. Ch. June 19, 2001). 

182) In re Pure Res., 808 A.2d at 435; Ely R. Levy, “Freeze-Out Transactions the Pure 

Way: Reconciling Judicial Asymmetry between Tender Offers and Negotiated Mergers”, 

106 W. Va. L. Rev. 305 (2004), at 348. 

183) Priya Gupta, “Freezeouts in Delaware: An Exploration of the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2012 Colum. Bus. L. Rev. 7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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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hird Council Directive(이하 ‘Third Directive’라고 한다)184)의 제3

조와 제4조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동의와 주주의 승인을 받은 교환비율에 따라서 존속회사의 주식을 지급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

은 발행주식의 액면가격(the nominal value of the shares…issued) 또는 

액면가격이 없는 경우에 주식의 회계상 액면가격의 10%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185) 독일 기업재편법(제15조, 제29조, 제36조, 제68조 제3항, 

제54조 제4항) 및 프랑스 상법(L. 제236-1조 제4항)도 이와 같다. 이처럼 

유럽에서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현금만을 지급할 수 없고,186) 소멸회사의 

주주는 적어도 존속회사의 주식 일부를 받게 되므로 축출될 수 없다. 

2. 교환비율 제한 

이론상으로는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에서처럼 교환비율을 높게 

설정해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가 인수회사의 주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주식 5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주는 이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비율을 대상회사의 주식 

51,000주마다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주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오직 지

배주주만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환비율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고, 두 회사의 가

184) Third Council Directive 78/855/EEC, 1978 O.J. (L 295) 36.

185) Id. art. 4(1).

186) 두 회사 주식의 액면 가치가 1이고, P(모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주식 한 주의 실제 가치가 

2이고, S(자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주식 한 주의 실제 가치가 1.1인 상황에서의 합병을 생각해 

보면, 교환 비율은 0.55(1.10/2)가 될 것이고, 이는 주주가 S주식 한 주당, P주식 0.55주를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S의 많은 주주가 P의 주식 한 주의 일부(fraction of P's 

shares)만 받게 되고, 합병 절차가 복잡해진다. 유럽에서 합병대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함

으로써 교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허용되나, 현금 대가는 P 주식 액면 가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주주가 S주식 한 주당, 주식과 함께 현금 0.10(액면 가치 1의 10%)을 

받고, 교환 비율은 처리하기 쉬운 수치인 0.5(2/1)로 정할 수 있다. Luigi A. Bianchi, Il 

Giudizio di ‘Congruità’ del Rapporto di Cambio nella Fusione (2002),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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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두 회사 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Third Directive에 

따라 모든 가맹국에서 합병조건을 주주에게 제시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임명한 독립된 전문가가 교환비율을 조사하고, 공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내야한다.187)  

3. 소결

Third Directive가 현금대가 지급을 제한하고, 교환비율을 제한해서 소

수주주는 존속회사에서 주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현금대가 지급이 제

한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현금대가는 단지 교환비율을 조정하는데 사용

되고,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188) 따라서 교부금합

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Ⅱ. 공개매수지침의 소수주주축출

1. 의의 

유럽에서 교부금합병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소수주주축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개매수에 대한 

제13지침(Thirteenth Directive on Takeovers)(이하 ‘공개매수지침’이라

고 한다)189)은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매수지침은 2004년에 확정되었다. 2001년에 공개매수지침안이 유

럽의회에서 부결된 후, 유럽위원회는 2001년 1월에 회사법 전문가 위원

187) Third Council Directive 78/855/EEC, 1978 O.J. (L 295) 36, art. 10. 전문가의 의견은 

구속력이 있다. 왜냐하면 공정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없다면, 소수주주는 합병승인결의에 대

해 소를 제기하여 무효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공정하다고 평가

하지 않은 합병을 하면, 지배주주가 승인했을지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188)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79. 

189)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akeover 

Bids, art. 15, 2004 O.J. (L 142) 12, 21.(이하 ‘Takeover Directive’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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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High Level Group)를 구성하여 지침을 검토하게 하였고, 그 결과 ‘공

개매수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190) 유럽위원회는 2002년 위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인 지침안을 제안하여,191)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4년에 

채택된 것이다. 가맹국은 2006년 5월 29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화해야 

하게 했다.192)

공개매수지침은 상장회사에 대해,193) 공개매수가 선행하는 경우에 한

해 소수주주축출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한다. 공개매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국 회사법의 강제매수와 유사하나,194) 공개매수

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일 주식법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과 다르다. 

공개매수지침은 가맹국의 국내법이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수주

주축출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

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195) 따라서 독일에서 소수주주

축출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196)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

지 않는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매수지침과 별개

로 검토가 진행되었다.197)

190)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2002).  

19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akeover 

bids, COM (2002) 534 final. 

192) Takeover Directive Art. 21 para. 1. 

193) 공개매수지침에는 서문과 23개의 조문이 있다. 공개매수지침 제1조 1항에 의하면 이 지침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증권(securities)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takeover bids)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주식이 아니라 증권(securi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증권이란 회사

의 의결권 있는 양도가능한 증권을 말한다. Takeover Directive Art. 1 para. 1(e); 여기서는 

지침에서 말하는 증권을 주식이라고 하기로 한다. 노혁준, “2011년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의 매

수청구권에 관한 연구-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Vol. 

429(2012), 119면. 

194) 中東正文, supra note 28, 413-416면 참조. 

195) Takeover Directive Art. 24. 

196) Seibt/Heiser, Der neue Vorschlag einer EU-Übernahmerichtlinie und das deutsche 

Übernahmerecht, ZIP 2002, 2193, 2202; Krause, Die EU-Übernahmerichtlinie - 

Anpassungsbedarf im 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 BB 2004, 113, 117-118. 

197) 회사법 전문가 위원회(High Level Group)의 ‘공개매수에 관한 보고서’는, 검토대상을 공개

매수에서 공개매수자의 축출권ㆍ잔여주주의 매수청구권에 한정했고,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축출

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검토는 다음의 보고서에 맡긴다고 했다. Takeover Bids Report, at 

54. 그 후 이 위원회가 2002년 12월에 공표한 ‘유럽에서의 회사법을 위한 현대적 규제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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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공개매수와 임의공개매수 

공개매수지침의 소수주주축출 규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EU의 공개매

수 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개매수지침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란, 

자연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결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합해

서 회사 지배권을 주는 일정 비율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

우,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 전체에게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198) 공개매수자가 사전결정기간 동안(지배권 취득 이전

의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개별 가맹국이 정한다) 주식에 대해 지급한 

최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이 된다.199) SEC Rule 14d-10에서 규정된 것과 

유사한 ‘모든 주주에게 최고가격 지급 원칙’이 공개매수에 적용되는 

것이다.200)

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을 모든 주주들에게 

분배해주고 한다. 의무적인 공개매수는 우호적인 기업인수의 경우(지배

주주가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에서의 기업인

수)에 소수주주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기업인수, 특히 적대적인 기업인

수의 비용이 많이 들게 하고, 이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지배권시장을 저

해한다.201)

관한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소수주주축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a) 가맹국

은, 상장회사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의 90%부터 95%로 요건을 정한 지배주주의 축출권ㆍ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 (b) 같은 제도를 폐쇄회사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축출권과의 관계 등 더 검토를 요한다.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109-110 (2002).    

198) 가맹국은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Takeover Directive Art. 5 para. 1.  

199) Id. Arts. 5(4), 17.

200) 유럽과 미국 둘 다 주주 모두가 그들의 주식에 대하여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

정하고 있다. 만약 청약(offer)이 끝나기 전에 어느 주주가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면, 모든 주

주가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 17 C.F.R. § 240.14d-10(a)(2); Takeover Directive Arts. 

5(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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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지침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임의공개매수(voluntary 

tender offers)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한

다.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로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임의공개매수를 통

해서 지배권을 취득한 자는 임의공개매수에 이어서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202) 공개매수자는 이미 모든 주주에게 그들의 주식을 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공개매수의 성공, 즉 지배권 취득이 제안된 가

격이 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소수주주축출의 두 가지 방식 

(1) 서설

공개매수지침 제15조203)에 따르면, 가맹국은 공개매수자가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임의공개매수 또는 의무공개매수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

면, 소수주주축출권(right of squeeze-out)을 주어야 한다. 가맹국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 공개매수자가 잔여주주 전원에게 그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자기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다.204)

(2) 공개매수지침 15(2)(b)의 소수주주축출

첫 번째 경우인 공개매수지침 15(2)(b)의 소수주주축출은, 공개매수에 

201) 공개매수자가 회사 주식의 특정 비율을 취득하면, 의무적인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만약 회

사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가 의무적인 공개매수를 해야 하게 하는 기준점을 넘는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길 원하는 공개매수자는 발행주식 전

부를 매수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Marco Ventoruzzo, “Takeover Regulation as a 

Wolf in Sheep's Clothing: Taking U.K. Rules to Continental Europe”, 11 U. Pa. J. Bus. 

& Emp. L. 135 (2008), at 140.

202) Takeover Directive Arts. 5(2), 17.

203) Takeover Directive Art. 15 para 1.

204) Takeover Directive Art. 15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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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의 주주들이 응모해서, 공개매수자가 의결권 있는 자본(voting 

capital)의 90% 이상을 취득하고, 공개매수 청약의 대상주식 중 적어도 

90% 이상의 주식의 주주들이 응모하였을 때이다.205) 후단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 과반수(majority of the minority)의 승인 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206)

(3) 공개매수지침 15(2)(a)의 소수주주축출

두 번째 경우인 공개매수지침 15(2)(a)의 소수주주축출은, 공개매수자

가 공개매수 후에, 공개매수의 응모 비율과 무관하게, 의결권 있는 자본

(capital carrying voting rights)의 90% 이상과 의결권(voting rights)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이다.207)

이 경우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의 과반수가 응모하지 않

았어도, 공개매수 후에 공개매수자가 90% 기준점에 도달하면, 소수주주

축출을 할 수 있다.208) 공개매수지침 15(2)(b)의 소수주주축출은 공개매수

를 통해서 공개매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 중에서 90%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공개매수지침 

15(2)(a)의 소수주주축출은 공개매수를 실시하기만 하면 되고, 공개매수

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하여 대상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공개매수지침 15(2)(a)의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90% 보다 조금 적게 주

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9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공

개매수를 해서 약간의 응모만 받아도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게 된다. 

Takeover Directive 제15(2)에 따르면, 공개매수지침 15(2)(a)의 소수주주

축출을 선택한 가맹국은 기준점을 90%와 95% 사이에서 정할 수 있

205) Takeover Directive Arts. 15(2)(b), 21.

206)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88.

207) Takeover Directive Arts. 15(2)(a), 21. 

208) Takeover Directive Arts. 15(2)(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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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9)

(4) 세부 규율

가맹국은 대상회사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위 기준이 충족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축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210)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축출권을 

행사해야 한다.211) 가맹국은 공정한 대가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대가는 

공개매수에서 제공된 것과 같은 종류이거나 금전이어야 한다. 

임의공개매수를 한 경우에, 매수청약에 대한 응모로 인해 공개매수자

가 매수청약의 대상이 된 주식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

면, 공개매수에서 제공된 대가는 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공개매수

를 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에서 제공된 대가는 공정한 것으로 추정된

다.212)

(5) 잔여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잔여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right of sell-out)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맹국은 대상회사의 전체 주주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공

개매수 청약이 된 경우, 공개매수지침 15(2)(a)이나 공개매수지침 15(2)(b)

의 소수주주축출의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잔여주주가 공개매수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213) 그 밖에 공개매수자의 축출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214)

209) Takeover Directive Arts. 15(2)(b), 21.

210) Takeover Directive Art. 15 para. 3. 

211) Takeover Directive Art. 15 para. 4. 

212) Takeover Directive Art. 15 para. 5. 

213) Takeover Directive Art. 16 paras. 1-2.

214) Takeover Directive Art. 16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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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맹국의 소수주주축출 시행

가맹국은 공개매수지침 15(2)(a)이나 공개매수지침 15(2)(b)의 소수주주

축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가맹국

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공개매수지침 발효 

이전부터 대륙계 유럽 국가들이 공개매수지침 15(2)(a) 소수주주축출 방

식을 사용했지만, 영국은 공개매수지침 15(2)(b) 소수주주축출 방식을 사

용했다. 공개매수지침 발효 후에도 가맹국들이 그들의 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수주주축축 방식을 보면, 독일과 같은 대륙계 유럽 국가들의 절

대다수가 공개매수지침 15(2)(a) 소수주주축출을 채택하고 있다.215) 이것

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여준다.216) 공개매수지침 15(2)(b) 

소수주주축출을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이다.217)

제3절 영국의 법리와 판례

Ⅰ. 서설

1. City Code와 회사법의 관계  

영국은 1968년부터 민간단체인 City(런던 금융가)의 공개매수 패널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이하 ‘패널’이라고 한다)이 만든 

‘공개매수와 합병에 관한 시티코드(The 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이하 ‘코드’라고 한다)로 공개매수를 규제해 왔다. 영국 기

업인수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규제 기관인 패널의 중심적인 역할이

215) Aktiengesetz [AktG] [Stock Corporation Act], Sept. 6, 1965, BGB1. I S. at 1089, 

last amended by Gesetz, July 31, 2009, BGB1. I S. at 2509, § 327a.

216)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895. 

217) 영국 Companies Act, 2006, c.46, § 979, 아일랜드 Companies Act, 1963,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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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드의 일반 원칙과 규칙(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the City 

Code)은 영국 기업인수 규제의 기초를 형성한다. 

연방법과 주법, 보통법(common law)이 기업인수를 규제하고 있는 미

국과 대조적으로, 영국은 회사법과 보통법의 기업인수 규제 역할은 제한

되어 있다. 영국에서 주요한 규칙, 절차, 관례는 코드에 규정되어 있고, 

패널이 이를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다.218) 회사법이 

기업인수 규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법은 영

국 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많은 조항들이 기업인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주요한 조항들

로는 SOA(schemes of arrangement, 이하 ‘SOA’라고 한다), 소수주식 

강제매수(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가 있다.219)

2. 기업인수의 방법 

(1) 공개매수와 SOA

영국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모

든 대상회사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매수자의 주식을 지급하고 그들의 주

식을 매수하는 것을 제안하는 공개매수(general offer)이다.220) 공개매수

는 코드(City Code)의 규제와 공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대상회사

의 주식은 2006년 회사법의 SOA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221) 공개매수의 

절차와 SOA의 절차는 크게 다르다. 

218) R. v. Spens [1991] BCC 140 (CA). 

219) Stephen Kenyon-Slade, Mergers and Takeovers in the US and UK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at 496. 

220) 영국의 ‘general offer’는 미국의 공개매수(tender offer)와 같은 것이므로, ‘general offer’

를 공개매수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221) 北村雅史, 「イギリスの企業結合形成過程に関する規制」, 商事法務 1832号(2008), 12면; 渡

辺宏之, 「英国企業買収規制の実像とわが国への示唆」, MARR176号(2009), 8면; 遠藤聖志, 

「英国テイクオーバー・コードの改正が実務に与える影響と留意点」, 商事法務 1944号(201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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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조항과 주식교환․이전 조항의 부존재 

영국법에 명시적인 합병 조항은 없다. 영국법에 합병에 이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영국 회사법의 SOA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도산법(Insolvency Act)의 제110조, 제111조이다. SOA는 합병 외

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지만, 도산법의 제110조, 제111조는 

오직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두 조항은 제3자 보호방식이 

달라서, SOA는 법원의 감독이고 도산법 제110-111조는 주식매수청구

(appraisal)이다. 두 조항 모두 합병 방법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실제

로는 합병에 이용된다.222) 영국은 강제매수제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법에는 주식교환․주식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223)

(3) 주요한 기업인수 방법 

SOA를 이용해 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채권자의 다수결 승인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합병 계약․계획의 등기소 제출과 등기소의 관보 게재, 

합병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expert report) 작성 등

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인수 방법으로는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취득 

방법이 이용되고, 합병을 위한 SOA가 이용되는 경우는 적다224). 

영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어, 총의결권의 30% 이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권유․매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공개매수 청약에 의하지 

222) Paul L.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Thomson Steet&Maxwell, 

2012), at 1104.  

223) 최근에는 SOA를 이용해, 100% 감자와 매수자에게의 신주발행을 결합한 계획(scheme)을 

세워, 완전친자회사 관계를 만들고도 있다. 平野正弥, 「日本企業による英国のTOBについて」, 

国際商事法務 34巻 2号(2006), 1616면.  

224) SOA는 상장회사 100% 매수방법으로는 실무상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Laurence 

Rabinowitz, Weinberg and Blank on Take-overs and Mergers R44:2011 (Sweet 

Maxweel, 2011), at 2027-2029. 



- 79 -

않고 기업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225) 그래서 영국에서

의 기업인수에 관한 규제도, 공개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발전했

다.226)

3.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1) 강제매수 

매수자가 공개매수로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은 실제

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해서는 잔존하

는 소수주주를 축출할 필요성이 있다. 회사법에 소수주주축출 제도로 강

제매수(buy-out)가 있다. 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공개매수 청약 대

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후 대상회사의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

득하는 강제매수를 하여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할 수 있다. 

(2) SOA를 이용하는 방식 

영국은 법에 명시된 합병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정식합병 방법

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할 수 없고, 대상회사 의결권의 51% 이상을 취득

한 주주라도 미국에서 이용되는 교부금합병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없다.227) 그 대신 SOA를 이용해서 한 단계로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할 수 있다. 완전자회사화를 위해 SOA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회사는 매

225) 戸倉圭太, 「キャッシュ・アウトに係る英国の法制と日本における制度設計への示唆〔下〕」, 

商事法務 1970号(2012), 27면. 

226) 영국은 1968년부터 공개매수 코드로 공개매수를 규제해 왔다. 2004년 4월에 채택된 EU의 

Takeover Directive는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영국의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OJ No L142, 30.4 2004 at 12; 北村雅史, 「ＥＵにおける公開買付規

制」, 商事法務 1732号(2005), 4면.

227) Stephen Kenyon-Slade, supra note 219, at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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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가 자신을 완전자회사화하는 내용의 주식자본구성변경 계획(scheme)

을 작성하고, 이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법원에서 인가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SOA를 이용하면 계획을 승인․인가받는 한, 매수자가 대상회사

를 완전자회사화해서 소수주주가 잔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매수자는 

공개매수 청약을 하고 뒤이어 SOA를 이용하여 두 단계로 대상회사를 완

전자회사화할 수도 있다.

Ⅱ. 강제매수  

1. 서설

(1) 의의 

영국은 1928년부터 강제매수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2006년 회사법에

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회사법은 공개매수자가 자신의 공개매수가 

거의 완전히 성공(90% 이상 취득)했을 때 나머지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

득할 수 있는 절차(buy-out)와 공개매수로 90%가 취득되었을 때 남겨진 

소수주주가 공개매수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절차

(sell-out)도 규정하고 있다(제974조~제991조).228)

(2) 공개매수전치주의 

영국에서 소수주주축출은 공개매수로 대다수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되는 제도로 형성되었다. 이를 공개매수전치주의라고 한다. 공개매

수전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선행하는 공개매수가 성공했다

228)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 Christopher L. Ryan, supra note 46, a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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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개매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한 그 공개매수는 독립당사자간에 이

뤄진 교부금합병에 대해서 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229). 공개매수 청약 대가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가인 기관투자가의 보유비율이 높은 영국 주식시장에서 90%이상의 

주주의 승낙을 받은 때에는 공정한 가격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

다.230)

2. 요건․절차

(1) 공개매수 청약

강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공개매수 청약(takeover offer)

을 해야 한다. 공개매수 청약은, ㈀ 대상회사의 주식의 전부(대상회사가 

복수의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의 종류에 

관한 주식의 전부)를 청약의 대상으로 하고, ㈁ 매수조건이 청약의 대상

인 주식(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이하 ‘청약 대상주식’이라

고 한다)의 전부에 대해서 균일(매수조건이 주식종류마다 균일)한 것을 

말한다(제974조). 

주식이 청약 대상주식인지 여부는, 후술하는 90% 요건의 계산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제매수절차와의 관계에서 주식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유가증권, 보통주식 취득신청권이 있는 유가증권(convertible 

securities), 의결권부 사채(debentures carrying voting rights) 중 일정한 

것이 포함되지만, 시기적인 제한이 있어서 청약일에 이미 발행이 완료되

어 있는 것에 한한다(제974조 제4항, 제989조, 제990조).  

229) 笠原武朗, 「少数株主の締出し」 森淳二朗․上村達男編, 会社法における主要論点の評価(中央経

済社, 2002), 129면~130면. 

230) 영국 법원이 공개매수 청약 대가를 존중하는 이유이다. 소수주주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제986조), 이 신청으로 축출이 저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Paul L. Davies, supra
note 222, at 109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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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청약일231)에 매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232), (b) 매수

자가 청약기간 중에 시장거래 등 별도로 매수해 취득한 청약 대상주

식233)은, 청약 대상주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청약 대상에 포함시켜야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청약 대상

으로 할 수 있다. 매수자는 청약일 후 매수자가 정한 특정일까지 사이에 

대상회사의 주식구성 변동에 의해 새롭게 생긴 주식(예를 들면 스톡옵션

의 행사 등에 의해 새롭게 발행된 주식)도 청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도 강제매수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약 대상주식에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234)   

(2) 90% 요건

매수자가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서 ㈀ 청약 대상주식 가치(value)의 

90% 이상과, 동시에 ㈁ (청약 대상주식이 의결권부주식인 경우) 해당주

식에 관한 의결권의 90% 이상을 취득(또는 무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 요건을 이하에서 ‘강제매수 90% 요건’이라고 한다), 

매수자는 청약 대상주식 중 남아 있는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

다(제979조 제1항, 제2항).235) 즉 90% 요건의 분모는 청약 대상주식의 수

231) 청약일은 ① 청약이 공표된 날(청약 문서가 공표된 날), ② 청약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이 공표되기 전에 청약 통지가 된 경우는 통지가 된 날을 말한다(제991조 제1항). 

232) 여기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그 주식에 대해 대상회사의 주주와 사이에 취득 합의

가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된다(제975조 제1항, 제2항).  

233) 매수자의 관련자(associate)가 청약일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 및 그 후에 취득한 주식은, 

청약 대상주식에서 제외된다(제977조 제2항). 

   관련자는 ① 매수자의 지명자(nominee), ② 매수자의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형제회사 또는 이

들의 지명자, ③ 매수자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 ④ 매수자와의 사이에 주식취득계

약(share acquis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지명자, ⑤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매수자의 일정한 친족을 말한다(제988조). 

234) Notes on Rule 10. 

235) 공개매수 청약이 종류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90% 요건의 ㈀요건은 청약 대상 종

류주식 가치의 90% 이상, ㈁요건은 청약 대상 종류주식이 의결권부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에 관

한 의결권의 90% 이상으로 된다. 종류주식을 청약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90% 요건은 종류

주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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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수 90% 요건

① 청약일에 

매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② 청약 

대상주식

(=100―①)

③ 강제매수 

요건 충족 

위해 필요한 

보통주식수

(=②×90%)

④ 청약으로 

매수해야 하는 

보통주식수

(=③)

⑤ 매수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통주식수

(=①+④)

0 100 90 90 90

10 90 81 81 91

20 80 72 72 92
30 70 63 63 93

이고, 대상회사의 기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다. 또 원래 청약 대상주식이 

아닌 주식은 강제매수의 대상이 안 된다.236) 위와 같이 공개매수자가 주

식가치의 90% 및 의결권의 90% 비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다수

의결권 주식처럼 현금흐름에 관한 권리와 의결권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

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237)

[표 5-1] 강제매수 90% 요건

【예】 매수자가, 보통주식 100주를 발행한 대상회사를 상대로 공개매수 

청약을 실시한 경우 

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70% 주식에 대해서 

공개매수 청약을 한 경우, 총 주식 수의 63%(70%×90/100)의 보유자가 

수락했을 때 공개매수는 90% 요건을 달성할 것이다. 이 시점에 공개매

수자는 총 주식 수의 93%(30%＋63%)를 보유할 것이고, 강제매수의 대상

이 되는 7%의 소수주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7% 이상의 주식 수를 

236) 소재불명의 주주가 있어서 매수자가 90% 요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매수를 할 

수 있다. 매수자는 법원에 신청해서, ① 합리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청약 대상주식을 가진 주주 

중 일정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② 그 자가 청약을 승낙하였다면 90% 요건이 달성되었을 

것이고, ③ 대가가 공정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이라는 요건을 입증하면, 법원은 매수

자가 강제매수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 입증은 실무상 쉽지 않다. 법원은 

소재가 알려진 주주 중 청약을 승낙하지 않은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서, 위 결정을 하는 것

이 정의․형평에 부합한다(just and equitable)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 위 결정을 할 수 있다(제

986조 제9항, 제10항). 

237) Gary Scanlan et al., Companies Act 2006: A Guide to the New Law, (The Law 

Society, 2007), a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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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강제매수의 요건 충족을 저지할 수 있고, 다

른 주주들에게 제안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버틸 수 있다

는 것(이른바‘greenmail’)을 의미한다.238)  

(3) 절차

90% 요건을 달성한 매수자는 청약 대상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청약

을 승낙하지 않은 자(이하 ‘잔존주주’라고 한다)에게, 법정 양식에 의

한 통지(이하 ‘강제매수 통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강제매수 통지

는, 청약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에, 법정 방법

에 따라 해야 한다(제980조 제1항~제3항). 매수자는 최초의 강제매수 통

지를 할 때에, 대상회사에게 ㈀ 통지의 사본과 ㈁ 강제매수 통지를 실시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양식에 의한 선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송부의무의 해태 및 허위 선서는 형사처벌 대

상이 된다(제980조 제4~8항). 강제매수 통지를 한 매수자는 통지의 대상

인 주식을 청약에서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할 의무를 진다(제981조 제2항). 

강제매수 통지일로부터 6주가 지난 후에, 매수자는 대상회사에게 ㈀ 

통지의 사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 통지의 대상인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981조 제6항). 이 주식이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

된 것인 경우, ㈀에 덧붙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잔존주주를 대신해 

작성된 주식양도증서(instrument of transfer)도 송부해야 하고, 대상회사

는 양도증서를 수령하는 즉시 매수자를 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등

록한다(제981조 제7항, 제8항). 대상회사는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잔존주주에게 지급 완료할 때까지, 대가에 대해 잔존주주를 수익자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관리한다(제981조 제9항, 제982조 제1항, 제3항).239)

238)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 Christopher L. Ryan, supra note 46, at 241. 

239) 이 신탁은 최대 12년간 유지되어야 하고, 수탁자로서 대상회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불명 주

주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제982조). 만약 12년이 지나도록 사람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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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주주 구제수단

(1) 법원에 이의신청

1) 의의 

강제매수 통지를 수령한 잔존주주는 통지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법

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 매수자가 주식

을 매수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명하거나, ㈁ 공개매수의 조건과 다르

게 매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986조). 매수자는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강제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이의신

청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매수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240)

법원은 청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주주

가 청약 가격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약 가격을 초

과하는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제986조 제4항). 판례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주주가 수락한 청약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고 있고241), 매수자

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주주가 청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바, 이의신청 주주가 그러한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은 힘들다.242) 그 결과 반대주주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사안은 

거의 없다.243) 심사는 주주 전체에 대해 공정한지를 보는 것이지, 개별 

신청인에게 공정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244) 공개매수가 비판을 받을 

없다면, 그 금원은 법원에 귀속된다(제982조 4항).

240) Re Greythorn Ltd [2002] 1 BCLC 437.

241) 공개매수 청약 가격은 공정성을 암시하는 가격으로 여겨질 것이다. Allen v. Gold Reefs of 

West Africa Ltd [1900] 1 Ch 656; Citco Banking Corp NV v. Pusser’s Ltd [2007] 

UKPC 13 (PC); [2007] 2 BCLC 483.     

242) Re Hoare and Co Ltd (1933) 150 LT 374; Re Press Caps Ltd [1949] Ch 434; 

Nidditch v Calico Printers’ Association Ltd 1961 SLT 282.

243) R. Baxt, “The Unprotected Shareholder and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Shares”, 

1970 J.B.L. 86, at 89; Paul L. Davies, supra note 222, at 109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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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개매수가 명

백히 불공정해야 한다.245)

반대주주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사안도 적지만 존재한다. 이들 사안은 

아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매수 청약을 수락한 다수 주주의 독

립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이거나 주주에게 대상회사의 주식 가치를 판단

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이다.246)

2) Re Bugle Press Ltd. 판결  

반대주주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사안 중 하나인 Re Bugle Press Ltd. 

판결247)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ugle Press Ltd.사(B사)는 액면 1파

운드의 주식을 1만주 발행하고 있었다. S와 J가 각각 B사 주식 중 4500

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1000주를 이의신청인인 T가 보유하고 있었다. S

와 J는 J&S사를 새롭게 설립했고 J&S사의 주주는 S와 J뿐이었다. J&S사

는 회계사에게 B사의 평가를 의뢰해 10만 파운드라는 평가를 받아, B사

의 전 주식을 대상으로 1주 10파운드로 공개매수 청약을 했다. S와 J는 

청약에 응하였지만, T는 응하지 않았다. J&S사는, S와 J의 청약 수락 덕

분에 대상회사 주식의 90%에 상당하는 주주의 수락을 받았기에, T에게 

주식을 강제취득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T는 J&S사의 의뢰를 받은 회계

사가 B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고,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이

의를 신청했다. 

Buckley 재판관은 우선 주주의 대다수(90% 이상)가 공개매수 청약을 

244) Re Grierson, Oldham and Adams Ltd[1968] Ch 17.

245) Re Sussex Brick Co Ltd [1961] Ch 289 per Vaisey J at p 292.

246) Paul L. Davies, supra note 222, at 1098-1099. Fiske Nominees Ltd v Dwyka 

Diamonds Ltd [2002] EWHC 770 (Ch)에서 법원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응모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청약은 불공정하다고 결론내린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대상회사 주주의 90%가 청약을 승낙했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

게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247) Re Bugle Press Ltd. [1961] Ch. 270; 酒巻俊雄․早川勲, 「テークオーバー・ビッドと少数

株主の保護ーイギリス会社法209条の機能」, 海外商事法務102号(197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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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했다면, 공개매수 청약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주주가 입

증책임을 지고 그 입증책임은 엄격하다는 일반론을 말했다. 이 사건에서

는 공개매수자인 회사의 주주와, 매수신청을 수락한 주주가 동일인물이

어서, 청약을 수락한 다수주주가 매수조건이 소수주주에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48) 회계사에 의한 B사의 평가가 제출되

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이 반대심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고, 평가의 기초로 된 정보가 법원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매수대

가가 합리적이라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했다.249)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인 J&S사는 T가 가지는 B사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은 공개매수 청약을 수락한 다수주주의 독립성에 의심

이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90% 이상의 주주가 수락한 청약일지

라도 매수대가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 주주가 아니라 

공개매수자가 청약이 공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개매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3) Re Chez Nico (Restaurants) Ltd. 판결 

반대주주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사안으로 Re Chez Nico (Restaurants) 

Ltd. 판결250)이 있다. Re Chez Nico (Restaurants) plc.사(C사)는, 요리사인 

L이 설립한 공개회사이다. C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1주 50파운드

로 발행했고, 그 중의 17만 주 정도(약 37%)를 L부부가 보유했고, 나머지

는 다른 투자가(이의신청인 Lever을 포함)가 보유하고 있었다. 

L은 공개회사인 C사를 폐쇄회사로 되돌리기 위해 C사 주식 전부를 

자신이 보유하기로 결심했다. L의 친구인 C사 이사회 의장 Clifton는, C

248) Re Bugle Press Ltd. [1961] Ch. at 270, 276. 

249) Re Bugle Press Ltd. [1961] Ch. at 278. 

250) Re Chez Nico (Restaurants) Ltd. [1991] B.C.C.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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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감사인이 한 C사 주식평가(1주 10파운드)를 주주에게 통지했다. L

은 공개매수를 통해 약 90%에 상당하는 C사 주식을 취득하고, Lever에

게 주식을 강제취득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Lever는 1주 40파운드의 매수

대가는 너무 낮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L은 이의신청인의 C사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Re Hoare & Co., Ltd. 사건에서와 같이 대다수 주주에 

의한 공개매수 청약의 수락을 대가의 공정성의 근거로 삼는 접근법은, 

이 사건과 같이 공개매수자가 청약 시점에 대상회사의 주주 및 이사의 

지위에 있고, 청약을 받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보가 충

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비록 90% 이

상에 상당하는 주주가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락이 본래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

다는 것이다.251)

법원은 이 사건은 공개매수 청약을 수락한 다수주주의 독립성에 의심

이 드는 경우나 주주에게 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

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90% 이상의 주주가 수락

한 청약일지라도 매수대가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 추가 응모 기회

코드에 따르면 공개매수 청약에 매수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청약의 

매수조건이 모두 성취된 후 14일 이상 추가 응모할 기간을 두어야 한다

(rule 31.4). 이를 통해 90% 요건 달성이 매수조건으로 되어 있은 때에, 

251) L부부는 1990년에 들어와서 C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주주에게 공개

된 정보는 1989년 2월의 C사 실적이었다. Re Chez Nico (Restaurants) Ltd., [1991] B.C.C. 

at 749-750. 법원은 L부부가 C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개매수 코드를 준수하였으면 필요한 

정보가 주주에게 공개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판시했다. Re Chez Nico (Restaurants) Ltd., 

[1991] B.C.C. at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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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승낙하지 않았던 주주는 위 조건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후에, 단

기간 내에 다시 청약에 응모할 기회를 가져서 대상회사에서 취약한 지위

로 전락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청약에 추가 응모할 기회는 공

개매수의 강압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 

4. 매수청구권

강제매수는 공개매수 청약에 의해 90% 요건을 달성한 경우에, 소수주

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자에게 인정된 권리

이다. 이에 반해 매수청구(sell-out)권은 매수자로 하여금, 자기 보유 주식

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권리이다. 소수주주 중, 의결권부(議

決権付) 청약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① 공개매수 청약이 대상

회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 매수자가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 취득(또는 무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청약 대상주식과, 

㈁ ㈀이외에 매수자가 이미 취득(또는 취득 계약을 체결)완료한 주식252)

을 합쳐서, 대상회사 전체 의결권부주식의 가치 및 총 의결권의 90%이

상이 되는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253) 무의결권(無議決権) 청약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잔존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위의 ①을 만족시키

고, 동시에, ②의 ㈀ 및 ㈁의 주식이 대상회사 전 주식 가치의 90%이상

이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이하 ‘매수청구 90% 요건’이라고 한다)(제

98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254)

252) 관계자(associate)가 이미 취득(또는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식 및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매

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매수청구 90% 요건의 분자에 산입된다(제983조 제8항, 제5

항).

253) 공개매수 청약이 종류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보유한 잔존주주에게 매수청

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 매수자가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 취득(또는 무조건으로 취득하는 계

약을 체결)한 청약 대상 종류주식과 ㈁ ㈀이외에 매수자가 이미 취득(또는 취득 계약을 체결)

한 종류주식을 합쳐서, 종류주식 전체 가치의 90%이상(및 위 종류주식이 의결권부주식인 경우

에 의결권의 90%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254) 매수청구 90%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강제매수 90% 요건과 다르다. 매수청구 90% 요건에서 

㈎ 분모는 대상회사의 전체 (의결권부) 주식이고, 청약 대상 주식으로 한정되지 않고, ㈏ 청약

일에 매수자 또는 그의 공동경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그 후에 시장거래 등에 의



- 90 -

매수청구 90% 요건

① 청약일에 

매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② 매수청구 

요건충족 위해 

필요한 

보통주식수

(=100×90%)

③ 청약으로 

매수해야 하는 

보통주식수

(=②―①)

④ 매수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통주식수

(=①+③)

0 90 90 90
10 90 80 90

20 90 70 90

30 90 60 90

[표 5-2] 매수청구 90% 요건

【예】 매수자가, 보통주식 100주를 발행한 대상회사를 상대로 공개매수 

청약을 실시한 경우 

매수자는 매수청구 90% 요건을 달성해 매수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잔존주주에게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 및 

행사기한 등이 기재된 법정의 양식에 의한 통지(이하 ‘매수청구 통지’

라고 한다)를 해야 한다(제984조 제5항, 제6항, 제7항). 

매수청구권은 청약기간 말일 또는 매수청구 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매수자에게 보내는 서면으로 행사해야 한다(제984조 제2항).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매수자는 청약 매수조건(또는 별도 합의된 

조건)으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986조 제3항).

매수청구권은 공개매수 청약의 결과로 매수자가 압도적 비율의 의결

권을 가진 지배주주가 된 경우, 잔존주주는 취약한 입장으로 대상회사에 

남겨지게 되고, 매수자의 사익추구나 주식 유동성의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존주주에게 일정기간 청약 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퇴출할 기회를 줘서 소수주주 보호를 꾀한 것이다.255) 매수청

해 취득한 주식은 분자에 산입되고, ㈐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

되어) 분자에 산입된다. 매수자가 대상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공

개매수 90% 요건을 달성하기 이전에 매수청구 90% 요건이 달성될 수 있다.



- 91 -

구권은 공개매수의 강압성을 줄이는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매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대가에 불만이 있어도 매

수자가 지배주주가 되면 입게 되는 위 불이익을 피하고 싶어 본심과 다

르게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 덕분에 주주는 공

개매수에 응모하지 않고,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영국 회사법의 강제매수는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해당한다.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제매수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매수자가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

개매수 청약을 해서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

서 청약 대상주식에는 매수자와 매수자의 관련자(associate)가 청약일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중에

서 90%를 취득해야 해서, 매수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90%를 취

득하면 되는 경우보다 요건 달성이 더 어렵다. 이는 이른바 소수주주 과

반수(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매수자는 잔존주주의 주식을 강

제로 취득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 청약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제매수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주식취득대가가 보장

된다고 할 수 있다. 90% 이상 주주의 응모를 받았다는 것은 공개매수 청

약 조건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소수주주는 강제매수 통지를 받고나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고, 법원은 ㈀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명하거나, ㈁ 공개매

수의 조건과 다르게 매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판례는 90% 이상의 주

주가 수락한 청약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지만, 공개매수 청약을 수락한 

255) Gary Scanlan et al., supra note 237, at 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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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주주의 독립성에 의심이 들거나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강제매수에 대한 규제방식은, 같은 ‘공개매수 후 잔여주

식취득 위한 축출’상황에 속하는 미국의 공개매수+약식합병에 대한 규

제방식과 유사하다. Pure Resources 판결에 따르면 공개매수+약식합병이 

강제적이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① 소수주주 과반수의 공개매수 찬성, 

② 공개매수와 같은 금액의 대가로 약식합병 실행 등을 요구한다. ① 요

건은 강제매수에서 청약 대상주식 90% 이상 취득요건도 소수주주 과반

수의 승인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② 요건은 강제매수에서도 공개매

수 청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잔여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

다. 

그리고 Pure Resources 판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미국 법원은 완전

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하여 공개매수가 공

정한 거래였는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영국 법원이 90% 이상의 주

주가 수락한 공개매수 청약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수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수주주가 공개매수 결과 취약

한 입장으로 남겨질 경우 회사에서 퇴장할 수 있게 해주고, 공개매수의 

강압성을 줄이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 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해 취

득한 주식과 그 외에 매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쳐서, 대상

회사 주식의 90% 이상이 되면 소수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따라서 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한 주식이 90%가 되어야 

하는 강제매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SOA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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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조항의 부존재 

대부분 국가의 회사법에는 합병 조항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회

사가 합병계약에 따라서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거나, 합병을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의미한다.256) 합병하는 

회사들의 주주들은 합병 결과로 나온 회사(합병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회사 또는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주주가 되고, 합병 결과로 나온 

회사의 주식을 이전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율대로 갖게 된다. 합병

을 하려면 통상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합병에는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이 점

에 있어서 공개매수와 다르다. 공개매수는 인수회사(bidder company)와 

대상회사 주주간의 거래이고,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는 모자회사관계가 되지, 하나의 회사가 되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영국에는 명문화된 합병이 없다. SOA를 통해서 합병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합병은 50% 주주의 승

인결의를 받아야 하지만, 영국에서 SOA는 법원의 인가와 50% 보다 높은 

비율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받아야 한다.257)

(2) SOA의 의의 

SOA(scheme of arrangement)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현재 SOA 관

련 조항들은 회사법 제26편에 규정되어 있다. 제895(1)조는 SOA를 ‘회

사와 그의 채권자 또는 그의 구성원 간의 타협(compromise)이나 합의

(arrangement)’로 정의한다. 

회사법은 계획(scheme)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

론적으로 계획(scheme)은 회사와 채권자들 또는 구성원들 간에 그들이 

256)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251. 

257) Stephen Kenyon-Slade, supra note 219, at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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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타협(compromise)이나 합의

(arrangement)가 될 수 있다.258) 법원도 SOA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

고,259) SOA는 몰수(confiscation)나 포기(surrender)가 아니라‘공평한 거

래(give and take)’여야 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 이외의 행위(ultra 

vires)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만 둔다.260) 이 제한들 외에는 법원은 SOA에 

다른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261)

원래 SOA는 회사 청산 때 체결되는 협정 등을 의미하였지만, 이후 다

른 종류(class) 주식의 병합․분할, 주식자본의 재구성 등도 포함하는 것으

로 되었고, 오늘날에는 합병이나 회사분할,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 취득 

등의 M&A나 경영파탄을 피하기 위한 채권자와의 화해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262). 

(3) SOA를 활용한 대상회사 주식취득 

SOA를 대상회사 주식취득(takeover)에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이다. 먼저 주식양도 계획(transfer scheme)의 경우, 공개매수를 통한 인

수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주식은 모두 인

수회사에게 이전되고, 이에 대하여 인수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현

금 등 다른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공개매수인 경우 그 이전이 인수회사

와 대상회사 주주간의 (공개매수에 의한) 개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SOA에서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와 협상하고, 주식이전의 효력이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263)

258) Jennifer Payne, Schemes of Arrangement: Theory, Structure and Op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at 1. 

259) Re National Bank Ltd [1966] 1 All ER 1006. 

260) Re Oceanic Steam Navigation Co. Ltd [1939] Ch 41 and Re NFU Development Trust 

Ltd [1973] 1 All ER 135. 

261) Plowman J. in Re National Bank Ltd [1966] 1 WLR 819 at 829 and Megarry J. in 

Re Calgary and Edmonton Land Co. Ltd (In Liquidation) [1975] 1 WLR 355 at 363. 

262) Stephen Kenyon-Slade, supra note 219, at 573; 冨永千里, 英国M&A法制における株主保

護(信山社, 2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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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식소각 계획(cancellation scheme)의 경우, 대상회사의 모

든 주식 중 인수회사가 보유하지 않는 것은 감자절차에 의하여 모두 소

각된다. 이 때 감자는 회사법 17편 제10장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264) 대상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소각의 대가로 인수회사의 신주를 교

부받게 된다. 대상회사는 인수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대상회사의 주

주들은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게 된다.265)

(4)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SOA는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될 수 있다.266) 매수자가 대상회사를 완

전자회사화하기 위한 계획(Scheme)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식양

도 계획 및 주식소각 계획이 전형적이다. 주식양도 계획으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인 인수회사에게 직접 주식이 양도되고, 소수주

주에게 현금 등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다. 주식소각 계획으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자의 보유 주식을 제외)이 소각되고, 인수회사에게 

신주의 발행․할당이 되는 것이다.

2. 요건․절차

대상회사의 완전자회사화에 이용되는 SOA는, ① 법원에 주주총회 소

집명령 신청, ②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③ 법원의 계획 인가의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인수회사와 대상회사간에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가 마쳐지

면, 대상회사는 법원에 완전자회사화 계획의 승인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

263) Jennifer Payne, supra note 258, at 87.  

264) 노혁준,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Ⅲ]-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3-114면.

265) Stephen Kenyon-Slade, supra note 219, at 576. 

266) 예를 들어, BSB Holdings Ltd scheme of arrangement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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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하 ‘법정총회’라고 한다)의 소집명령 신청을 한다(제896조 제1

항).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법정총회의 소집 등을 명한다.

두 번째로, 대상회사는 위 명령에 따라 법정총회를 소집한다.267) 법원

이 법정총회의 소집을 명한 경우, 대상회사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설명서(explanatory circular)를 함께 보내야 한다(제897조). 설명

서는 SOA의 효과와 이사의 주요한 이해관계, 그러한 이해관계에 SOA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와 불이행에 책임 있는 간부들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동조 제5항). 

법정총회에서 완전자회사화 계획의 승인은 주식 종류(class)마다, 총회

에서 투표한 종류 주주가 가지는 주식 가치의 75% 이상, 동시에 투표한 

주주 인원수의 과반수 찬성 (이하 ‘75% 요건’이라고 한다)으로 가결되

어야 한다(제899조 제1항). 여기의 주식 종류는 반드시 법률상의 형식적

인 권리 내용 차이(예를 들면 배당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 내용의 차이가 권리자 상호간에 서로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지 여부라고 하는 실질적인 관점으로 결정된

다.268) 따라서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수자 및 

그 이해관계자269)와, 이들 이외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은 다른 종류에 속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75% 요건은 매수자와 이해관계 없는 주

주로 구성된 종류 주주총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또 75% 요건의 분

모는 실제 투표한 주주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표를 

기권하는 주주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의 수가 줄어든

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투표에 무관심한 경향은 매수자

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세 번째로, 법정총회에서 완전자회사화 계획이 승인을 받은 후에, 대

267) 동시에 완전자회사화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한다(예를 들어 주식소각 계획의 경우,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임

시주주총회는 법정총회 직후에 같은 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68) Sovereign Life Assurance Co. v Dodd[1892] 2 QB 573 at 583. 

269) Laurence Rabinowitz, supra note 224, a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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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사는 법원에 계획 인가 신청을 한다. 법원은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한 

다음에 재량에 따라 완전자회사화 계획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제

899조). 대상회사의 주주는 이러한 심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 법원은 당해 결정을 함에 있어 이들의 사정도 고려한다. 법원은 당

해 결정을 함에 있어서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이 적정하게 이

루어졌는지, ㈁ 계획에 관한 합의(arrangement)가 공정한지, ㈂ 주주총회

에서 각 종류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270)

법원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이 계획(scheme) 승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제 주주의 의사가 공정하게 대변되

지 못하였거나, 다수주주가 신의성실(bona fide)로 행동하지 않았거나, 소

수주주를 강요하였거나, 계획(scheme)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적이고 

정직한 주주라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 같은 때에는 인가하지 않을 수 있

다.271)

법원은 주주 쪽이 법원 보다 그 이익에 관하여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다는 생각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계획이 매수자와 이해관계 없

는 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우에, 그 계획은 공정하다

고 보는 경향이 있다272). 완전자회사화 계획이 인가된 경우, 인가서 사본

이 등기소에 교부되면 당해 계획 인가 효력이 생긴다(제899조 제4항). 

3. 소수주주 보호방법

소수주주는 다수주주가 결정한 주식취득 계획(takeover scheme) SOA

270) Re Dorman Long & Co. South Durham Steel & Iron Co. Ltd. [1934] Ch 634, 657; 

Re Anglo-Continental Supply Company Limited [1922] 2 Ch 723 at 736; Re National 

Bank Ltd [1966] 1 WLR 819; Re Anglo American Insurance Co Ltd [2001] 1 BCLC 

755 at 762; Re Hawk Insurance Co Ltd [2001] EWCA Civ 241; [2001] BCC 300 at 

506. 

271) Re Abbey National Plc [2004] EWHC 2776 (Ch); Gary Scanlan et al., supra note 

237, at 158. 

272) Laurence Rabinowitz, supra note 224, at 2024; Re Holders Investment Trust Ltd. 

[1971] 1 WLR 583 and Re Hellenic and General Trust Ltd. [1975] 3 All ER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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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속을 받아서, 비록 반대할지라도 인수회사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계

획에서 정한 조건대로 매도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남용위험

성 문제가 발생한다. SOA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보호방법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보호방법은 주주들은 주식 종류별로 모여서 계획에 찬성투표

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회사는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식 종류

마다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각 종류주주총회가 승

인해야지만 법원이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주주들이 총회 참석

여부와 찬반투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

고,273) 올바르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한다.

두 번째 보호방법은 법원의 인가 심리(sanctioning hearing)에서의 조

사이다. 만약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minority oppression)이 있다면, 법원

은 계획 인가를 거절할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법원은 법이 정한 요건

이 갖춰졌는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 기준(fairness test)도 적

용한다.274)

4. SOA 관련 쟁점 

(1) 강제매수와의 비교

매수자가 90%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강제매수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SOA를 이용해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다.275) SOA를 이용

273) 법원은 이러한 정보제공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Re Jessel Trust Ltd [1985] BCLC 

119.  

274) Jennifer Payne, supra note 258, at 130-131.  

275) 예를 들면, 소재불명 주주가 다수 존재해서 90% 요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법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건 충족의 입증이 어렵다), 75% 요건의 분

모는 실제로 투표한 주주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어서, 소재불명 주주의 기권표는 산입되지 않

기 때문에 매수자가 75%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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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한 단계로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할 수 있고, 공개매수에 뒤따

라서 두 단계로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할 수도 있다. SOA와 강제매

수로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① SOA의 주주총

회 승인요건(당해 총회에서 투표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가치의 75% 

이상, 동시에 당해 주주의 인원수의 과반수)이 강제매수의 90% 요건과 

비교해서 달성하기 쉬울 수 있다. ② 강제매수는 매수에 관계된 주식 총

액의 0.5%에 상당하는 인지세(stamp duty)가 부과되지만, SOA는 (주식소

각 계획이 이용되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③ 강제매수는 매수자

가 주체가 되는 절차이지만, SOA는 대상회사가 주체가 되는 절차다. 이 

때문에 대상회사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적대적 인수에 SOA는 사실상 

이용불가능하다.276)

(2) 90% 주주 승인 요구 여부  

SOA는 주주의 4분의 3의 승인만 받으면 모든 주주에게 구속력이 생

기지만(제899조 제1항), 공개매수는 청약을 받은 주주의 90% 이상이 응

모해야만 잔존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SOA를 이용하면, 법원이 SOA에 90% 주주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는 주장이 있었다. 법원은 Re National Bank Limited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SOA 절차가 요구하는 주주 승인 정도가 

강제매수(compulsory buy-out)보다 낮을 지라도, SOA 절차는 법원의 사

전 인가를 받아야 해서 주주가 보호되기 때문이다.277) 그러나 법원은 Re 

Hellenic and General Trust Ltd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수주주가 강제매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

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려는 SOA를 불허하였다. 법원은 이 경우

276) Laurence Rabinowitz, supra note 224, at 2020-2022. 

277) National Bank, Re [1966] 1 W.L.R. 819; BTR Plc, Re [2000] 1 B.C.L.C. 740, CA. 대

상회사 주식의 92%를 보유한 다수주주가, SOA를 이용해서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도 있다. Singer Manufacturing Co. v. Robinow, 1971 S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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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사법의 강제매수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SOA로 얻는 것의 정당성

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278)  

(3) SOA 이용가능성 

영국 실무에서 SOA를 이용해서 합병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SOA를 이용해서 합병을 하면, SOA의 실행에 있어 추가 요건과 비용을 

부과하는 회사법의 27편이 적용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 가지 추

가 요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독립된 전문가의 보고

서이다. 그리고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SOA를 통한 합병이 매력적이

지 않을 수 있고, 영국의 실무가들이 공개매수에 너무 익숙해져서 대안

이 되는 합병 수단을 진지하게 이용해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거

나 SOA를 이용한 합병은 영국 실무에서 사문화되었다.279)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① 법원의 관여 하에 절차가 진행되

고, 주주총회의 소집․개최 등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변호사 비용

을 포함)이 많이 들고, ② 매수자와 이해관계 없는 잔존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 이른바 소수주주 과반수(majority of minority)의 승

인을 요하고, ③ 계획이 인가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소수주주축출의 가부가 불확실해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특히 ②

와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의 대상회사의 주주는 선행 공개매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계획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75% 요건의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실무상 공개매수 청

약은, 후에 강제매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 요건의 달

성을 매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90% 요건이 달성되지 않

278) Re Hellenic General Trust Ltd, [1975] All ER 382, 388; 상급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까지, 90% 주주 승인 없이 SOA를 이용해서 주식강제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결된 것

이 아니다. Farrar, Furey & Hannigan, Farrar’s Company Law, (Butterworths Law, 

1988), at 539 

279) Paul L. Davies, supra note 222, at 11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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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청약에 의한 매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A가 

소수주주축출에 실제로 이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280).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영국 회사법의 SOA는 합병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공개매수 후 

SOA는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SOA는 지배주주의 교부금

합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

주 보호를 위해 회사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제될 수 있다. 

SOA를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하려면, 먼저 대상회사는 법원에 법정

총회의 소집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소집을 명한 경우 대상회사

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SOA의 효과와 이사의 주요한 이

해관계 등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다음으로 주식 종류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한 종류 주주가 가지는 

주식 가치의 75% 이상과 투표한 주주 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매수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그 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에, 그 외의 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에서 위 75% 및 과반수의 찬성

을 받아야 해서 요건 달성이 더 어렵다. 그 결과 SOA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는 비토권(veto right)을 가진다.281) 이는 이른바 소수주주 과반수

(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인가 결정을 함

에 있어서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280)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대가는 강제매수와 달리 청약 대가와 같지 않아도 되지만, 

찬성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잔존주주에게 청약 대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

획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공개매수 코드상 청약 종료부터 6개월간은 선행하는 청약보다 주주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Rule 35.3), 이 기

간 중에는 이러한 SOA는 실시할 수 없다. Stephen Cooke, “Buy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12 PLC practice note (2-254-3971), at 17. 

281) Jennifer Payne, supra note 258, at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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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관한 합의(arrangement)가 공정한지, ㈂ 주주총회에서 각 종류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법원이 SOA의 절

차의 적정성과 내용의 공정성을 심사하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

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법원

의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 SOA를 실행한 후 사후적으로 법원의 심

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SOA 실행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법원의 심

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른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가장 차이나는 점이

다. 

제4절 독일의 법리와 판례 

Ⅰ. 서설

독일법상 소수주주축출 제도는 유가증권취득․인수법(Wertpapiererwerb

s-und Übernahmegesetz, WpÜG)과 주식법(Aktiengesetz, AktG)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주식회사의 합병을 규율하는 기업구조변경

법(Umwandulungsgesetz)은 합병 시에 지급되는 교부금의 규모를 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액면가치의 10%로 제한한다(제15조, 제54조 제4항, 제68

조 제3항). 이처럼 독일은 교부금합병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재

편의 대가로 언제나 존속회사의 주식이 지급되어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

주에게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만을 지급하고 축출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282)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

출이 발생해서 주주간의 충실의무에 기초한 공정성 기준이 문제될 가능

성은 없다.283) 이하에서는 주식법상의 소수주주축출 제도284)인 주요주주

282) Kallmeyer in Kallmeyer Umwandlungsgesetz, Verlag Dr. Otto Schmidt, 1997, § 54 

Rn.12; Marsch-Barner in Kallmeyer Umwandlungsgesetz, Verlag Dr. Otto Schmidt, 

1997, § 68 Rn.17; 최문희,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

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5

권 제2호(2016),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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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강제취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유가증권취득․인수법상의 소수주주

축출 제도인 강제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1. 요건․절차

(1) 주식보유요건

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주

요주주, Hauptaktionär)가 존재하는 경우,285) 그 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요

주주의 청구에 따라,286) 그 외 주주(소수주주, Minderheitsaktionäre)의 주

식을 상당한 금전대가(angemessene Barabfindung)의 지급과 교환으로 주

283) 독일은 판례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인정하고 있다. BGHZ 

65, 15.;  BGHZ 103, 184.; John C. Coffee, Jr., “Privatiz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Lessons from Securities Market Failure”, 25 J. Corp. L. 1 (1999), at 29. 김화진, 

전게논문(각주 48), 340면. 

284) 斉藤真紀,「ドイツにおける少数株主締出し規整　(1)(2)․完」, 論叢 155巻 5号(2004), 1면 이

하․6号 38면 이하; 伊藤靖史,「少数株主の締出しに関する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ドイツにおける

少数株主締出制度を参考に」, 同志社法学 56巻 4号(2004), 65면 이하; 加藤貴仁, 「ドイツの企

業結合形成過程に関する規制」,　森本滋編,　企業結合法の総合的研究(商事法務, 2009), 204면, 

210면 이하, 福島洋尚, 「株式会社法における少数株主の締め出し制度」, 柴田和史․野田博編, 会

社法の現代的課題(法政大学出版局, 2004), 199면 이하; 早川勝, 「多数株主による小数株主の会

社からの締め出し-コンツエルン規制の目的と小数者保護のあり方-」, 同志社法学 288号(2002), 

837면 이하 참조.

285) 더 낮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해도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한 유럽 국가도 있지만, 독일은 95%

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독일 주식법상 5%라는 비율이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인 경우가 많

다. z.B., §122 Abs. 2 AktG(주주총회 소집청구권), §258 Abs. 2 AktG(특별검사인 선임청구

권), §265 Abs. 3 AktG(청산인 선임․해임청구권). 이 점도 고려하여 95%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95%의 기준점은 이익조정을 적절히 한 것이지만, 기준점으로 하기에 너무 높다는 견

해도 있다. Kallmeyer, Ausschluß von Minderheitsaktionären, AG 2000, 59f. 

286) 청구의 상대방은 이사이다. Hasselbach in: Kölner Kommentar zum WpÜG mit AngebVO 

und §§327a-327f AktG, 2003 (이하 ‘KK-WpÜG’라고 한다), §327a AktG Rn. 44;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Aktien- und GmbH-Konzernrecht, 3. Aufl., 2003 

(이하 ‘Emmerich/Habersack’라고 한다), §327a AktG Rn. 19; Grzimek, in: 

Geibel/Süßmann, 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WpÜG) Kommentar, 2002 

(이하 ‘Geibel/Süßmann’라고 한다), §327a AktG R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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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주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287) 회사는 상장회사에 한하지 

않고, 공개매수가 선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축출은 가능하다.288)

주요주주는 자연인, 법인 무방하고, 그 주소․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된

다.289)

주식보유요건은 의결권이 아니라, 총 기본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을 기준으로 한다.290) 주식보유요건의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주

요주주의 종속기업이 가지는 주식이나, 주요주주․그 종속기업의 계산으로 

제3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주요주주의 주식으로 합산된다.291)

(2) 주주총회 소집․주주총회결의 준비․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주요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이사는 소수주주축출을 결의하기 위한 주

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주주총회 의사일정으로, 소수주주축출에 

대해 주요주주의 상호와 소재지(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 및 주요주

주에 의해 확정된 금전대가액이 공시되어야 한다.292)

주요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서면보고를 통해, ㈀ 소수주주축출 요건 충

족에 대해 서술하고, ㈁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붙여야 

한다(주요주주에 의한 보고서).293)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

287) §327a Abs. 1 Satz 1 AktG. 

288) BT-Drucks. 14/7034, S. 32; 소수주주축출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주

식공개매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상장회사로 한정해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 Habersack, Der Finanzplatz und die Rechte der 

Aktionäre-Bemerkungen zur bevorstehenden Einführung des "Squeeze Out:, ZIP 2001, 

1234f. 

289) BT-Drucks. 14/7034, S. 32; Hasselbach in: KK-WpÜG §327a AktG Rn. 24;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a AktG Rn. 14;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a AktG Rn. 35. 

290) Hasselbach in: KK-WpÜG §327a AktG Rn. 33;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a 

AktG Rn. 41. 

291) §327a Abs. 2 AktG i.V.m. §16 Abs. 2 Satz 2, Abs 4 Satz 1 AktG. 

292) §327c Abs. 1 AktG. 

293) §327c Abs. 2 Satz. 1 AktG. ㈀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보유요건의 충족과 신용기관의 금전

대가에 대한 보증사실을 서술해야 한다. ㈁에서는 사용한 기업평가방법과 그 결과를 서술하고, 

금전대가액이 시장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근거를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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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지 않는 것, 특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294) 이 보고

서를 통해 소수주주는 소수주주축출 요건 충족과 금전대가액 확정의 기

초가 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95) 이사는 주요주주에게 주주총회 서두

에 소수주주축출 의안과 금전대가액 산정에 대해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296) 이에 따라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다.297)

주주총회소집 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주가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298) ㈀ 소수주주축출 의안 ㈁ 최근 세 영업

연도의 연차결산서류․영업보고서 ㈂ 주요주주에 의한 보고서 ㈃ 전문검

사인에 의한 검사보고서. 이들 서류 등본은,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무상으로 교부해야 한다.299) 이들 서류는 주주총회에서도 비치해야 

한다.300)

(3) 전문검사인의 심사 

소수주주축출이 결의되기 전에,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검사인

(sachverständige Prüfer)이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검사해야 한다.301) 조사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c AktG Rn. 8-9.

294) 소수주주가 이 보고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표되면 회

사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사실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그 경우 그 사실을 보

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근거를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a Abs. 2-3 AktG. 

295) BT-Drucks 14/3034, S. 73. 

296) §327d Satz 2 AktG. 주요주주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Hasselbach in: 

KK-WpÜG §327d AktG Rn. 6;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d AktG Rn. 4;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d AktG Rn. 3. 이사는 소수주주축출 의안에 대해 설명의

무(§131 AktG)를 부담한다. Hasselbach in: KK-WpÜG §327d AktG Rn. 7;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d AktG Rn. 5;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d AktG Rn. 

4.

297) BT-Drucks 14/3034, S. 73. 

298) §327c Abs. 3 AktG. 

299) §327c Abs. 4 AktG. 

300) §327d Satz 1 AktG. 

301) §327c Abs. 2 Satz. 2 A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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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금전대가 산정방법과 그 적용결과이다. 이것들은 주요주주의 보

고서에서 설명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검사인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조사는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대해서 하고, 소수주주축출

의 적법성․경제합리성 등은 조사하지 않는다.302)

전문검사인은 주요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다.303) 전문검사

인은 회사의 장부․서류․재산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304) 전문검사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고

의나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05)

전문검사인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검사

보고서는 제안된 대가가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끝맺어야 한다. 

적어도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306) ㈀ 대가의 산정방법 ㈁ 그 산

정방법을 사용한 것이 상당한 이유 ㈂ 복수의 산정방법이 사용된 경우

는, 각 방법에 의한 산정결과와 각각의 비중, 그리고 평가 시의 어려

움.307) 검사보고서는 주주총회소집 시부터 공개된다.308)

(4) 주주총회 결의 

소수주주축출 결의의 결의요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

결의(투표한 의결권의 과반수)가 된다.309) 주주총회결의가 소수주주축출

302) Hasselbach in: KK-WpÜG §327c AktG Rn. 21;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c AktG Rn. 10;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c AktG Rn. 15-16.

303) §327c Abs. 2 Satz. 3 AktG. 

304)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d Abs. 1 Satz 1 AktG, §320 Abs. 1 Satz 2, 

Abs. 2 Satz 1-2 HGB.

305)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d Abs. 2 Satz. 1 AktG, §323 Abs. 1 Satz 1, 3 

HGB. 

306)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e Abs. 1 AktG. 

307) 주요주주의 보고와 같이, 전체 소수주주가 이 보고를 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표되면 회사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사실은 보고에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그 경우 그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근거가 보고에 기술되어야 한다.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e Abs. 2 AktG, §293a Abs. 2-3 AktG. 

308) §327c Abs. 3 Nr. 4 AktG, §327d Satzl AktG. 

309) Hasselbach in: KK-WpÜG §327a AktG Rn. 46;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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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 주주총회는 소수주주축출 요건의 충족과 

금전대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요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설명하는 장의 역

할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310) 정부초안이유서는 주주총회결의를 요

구함으로써 주주가 소수주주축출 결의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

게 되는 점을 든다.

(5) 금전대가액의 확정  

주요주주가 금전대가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311) 주요주주가 금전대가

액을 확정한다.312) 이사는 금전대가액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주

요주주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설명해주어야 한다.313) 금전대가액은 주

주총회결의 시에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314) 금전대가액의 확

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평가방법에 대해 주식법에 규정이 없어, 실무상 

수익환원방식이나 할인현금흐름방식이 사용된다.315) 축출되는 소수주주

의 소유권 보호 및 축출에 의해 주요주주가 이익을 얻는 점을 감안하여, 

대가는 완전한 경제적 보상이어야 하고, 그 가격은 적어도 주식의 거래

가격(Verkehrswert)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316) 상장회사 주식의 거래가격 

확정에서 주식의 시장가격(Börsenkurs)을 무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이 금전대가의 하한이 된다.317) 주주총회 결의일 전의 일정기간 

§327a AktG Rn. 24;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a AktG Rn. 38. 

310) Krieger, a.a.O., S. 58.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축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투명성이 확보되

고 실질적인 상당성이 담보된다고 한다. Kiem, Das neue Übernahmegesetz: "Squeeze-out", 

in: Henze/Hoffmann-Becking hrsg., Gesellschaftsrecht 2001 [RWS-Forum 20], S. 329, 

336. 

311) Hasselbach in: KK-WpÜG §327b AktG Rn. 1;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a AktG Rn. 23;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b AktG Rn. 2.    

312) §327b Abs. 1 Satz 1 Halbsatz 1 AktG; Hasselbach in: KK-WpÜG §327b AktG Rn. 4. 

313) §327b Abs. 1 Satz 2 AktG. 

314) §327b Abs. 1 Satz 1 Halbsatz 2 AktG. 

315)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b AktG Rn. 13-20. 

316) BT-Drucks. 14/3034, S. 72. 

317) 정부초안이유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97년 결정(BverfG, Beschl. v. 27. 4. 1999, 

BverfGE 100, 289)을 인용하고 있다. BT-Drucks. 14/3034,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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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주가의 평균가격이, ‘주주총회 결의 시에서 회사의 제반사정’

으로 여겨진다.318)

금전대가액 산정에 시너지를 고려해야하는지 문제된다. 소수주주축출

과 다른 사안에서 대가액 산정에 기업결합에 의한 시너지를 고려해야하

는지 논의되었지만, 판례는 그러한 시너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19) 소수주주축출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320)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대한 주요주주의 보고서나 전문검사인의 검사보

고서가 주주총회소집 시부터 비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주주는 주주

총회 소집 이전에 금전대가액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금전

대가액은 주주총회결의 시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확정된 금전대가액을 증액․감

액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주주총회에서 금전대가액의 증액은 허용

되지만, 감액은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을 부를 수 있다.321)

주요주주는 금전대가액 지급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기관의 설명서

를, 주주총회 소집 전에 이사에게 송부해야 한다.322) 이 설명서덕분에 소

수주주는 신용기관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주요주주에 대한 대가청

구권의 행사도 용이하게 된다.323)

(6) 효력발생

318) BverfGE 100, 309-311.  

319) BGH, Beschl. v. 4. 3. 1998, BGHZ 138, 136, 140-141. 

320)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b AktG Rn. 32. 

321) Hasselbach in: KK-WpÜG §327b AktG Rn. 5-6;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b AktG Rn. 4;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b AktG Rn. 3-7. 

322) §327b Abs. 3 AktG. 

323) BT-Drucks. 14/3034, S. 72. 

    Hasselbach in: KK-WpÜG §327b AktG Rn. 28;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a AktG Rn. 14;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b AktG R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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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소수주주축출 결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신청해야한

다.324) 등기신청 시에 이사는 소수주주축출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

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위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

다는 것, 또는 위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된 것을 표명해야 한다. 표명

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수주주축출 등기는 하지 않는다.325) 상업등기부

에 등기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은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소수

주주축출의 효력이 발생한다.326)  

2. 소수주주 구제수단 

(1) 서설

연방법원은 영업양도 후 회사해산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

면서,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제도가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도 남용 방지조치와 소수주주에게 완전한 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원

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327) 정부는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만

들 때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의식했다. 정부초안이유서는 남용 방지조치

로서 소수주주축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소수주주

에게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보장해서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합헌이 되게 

하려 했다고 한다.328) 이하에서 소수주주축출 제도에서 소수주주의 이익

324) §327e Abs. 1 Satz 1 AktG. 

325) §327e Abs. 2 AktG i.V.m. §319 Abs. 5. 

326) §327e Abs. 3 Satz 1 AktG. 소수주주축출 결의의 등기로 법률상 주식이 이전한다. 

BT-Drucks 14/3034, S. 73. 소수주주의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주권은 

주요주주에게 교부될 때까지는 금전대가청구권만을 표상하는 것으로 된다. §s.327e Abs. 3 

Satz 2 AktG. 

327) BverG, Beschlulß. v. 23. 8. 2000-1 BvR68/95, 1BvR147/97, DB 2000, 1905ff. = BB 

2000, 2011ff. = ZIP 2000, 1670ff. = NZG 2000, 1117. m. Anm. Bauer, NZG 2000, 

1214f. = WM 2000, 1948ff. = NJW 2001, 279ff. = DNotZ 2000, 868f. mit Anm. 

Fleischer; EwiR 2000, 913 (Neye). OLG Stuttgart, ZIP 1995, 1515; OLG Stuttgart, ZIP 

1997, 362. 

328) BT-Drucks. 14/3034, S. 32. 여러 판례가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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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사후심사절차 및 소수주주축출결의 

무효․취소에 대해 살펴본다.

(2) 사후심사절차

소수주주는 금전대가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축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소수주주가 금전대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사후심사절차가 있다.329) 금전대가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금전대가를 결정한다.330) 이 제도

는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소수주주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31)

사후심사절차법(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

en SpruchG)이 사후심사절차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32) 소수주

주축출결의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신청권은 축출된 소수주주가 갖는

다.333) 신청의 상대방은 주요주주이다.334) 신청은 소수주주축출결의가 상

업등기부에 등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35) 신청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유를 진술해야 한다.336) 재판은 이유를 쓴 결정으로 한

다.337) 법원은 상당한 금전대가를, 주요주주가 확정한 금전대가보다도 작

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338) 결정의 효력은 제공된 금전대가를 이미 

판시했다. Z.B.,OLG Stuttgart, Beschl. v. 3.12 2003, ZIP 2003, 2363, 2366-2367; OLG 

Hamburg, Urt. v. 8. 8. 2003, ZIP 2003, 2076, 2077-2078; OLG Oldenburg, Beschl. v. 

30. 9. 2002, ZIP 2003, 1351, 1351-1352.  

329) BT-Drucks. 14/7034, S. 73. 

330) §327f Abs. 1 Satz 2 AktG. 

331) Vgl. BT-Drucks. 15/371, S. 11. 

332) 早川勝, 「迅速な裁判手続きによる少数株主保護の確保-ドイツにおけるSpruchverfahrensneu

ordnungsgesetzの制定-」, 同志社法学 298号(2004), 1면. 

333) §3 Nr. 2 SpruchG. 

334) §5 Nr. 3 SpruchG. 

335) §4 Abs. 1 Nr. 3 SpruchG. 

336) §4 Abs. 2 Satz 1 SpruchG. 

337) §11 Abs. 1 Spru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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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소수주주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339) 금전대가를 이미 받

은 자는, 주요주주가 확정한 금전대가와 법원이 결정한 상당한 금전대가

의 차액의 지급을 주요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340)

(3) 소수주주축출결의 무효․취소

소수주주축출결의 무효․취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에 대

한 일반적인 규율이 적용된다.341) 소수주주축출결의의 무효사유는, 예를 

들면 주요주주의 주식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342)

소수주주축출결의 취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소수주

주축출결의 취소는 주요주주가 확정한 금전대가가 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할 수 없다.343) 결의의 법률․정관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결의 취소

를 주장할 수 있다.344) 예를 들어 주주총회 의사일정으로 소수주주축출

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은 경우나,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정보 공개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후자의 예로, 주

요주주의 보고서․전문검사인의 검사보고서의 비치가 없었던 경우, 이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345)를 들 수 있다.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338)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f AktG Rn. 25.

339) §13 SpruchG. 

340) f 15/371, S. 17. Vgl.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f AktG Rn. 26, 31, 32.

341)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f AktG Rn. 1; Grzimek, in: Geibel/Süßmann, 

§327f AktG Rn. 9.

342) Habersack, in: Emmerich/Habersack, §327f AktG Rn. 3.

343) §327f Abs. 1 Satz 1 AktG. 

344) §243 Abs. 1 AktG; BT-Drucks. 14/7034, S. 73. 

345) 주주총회에서 금전대가의 상당성의 평가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이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소수주주축출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 LG Frankfurt, Beschl. v. 14. 5. 2003, 

DB 2003, 1726, 1727; LG Frankfurt, Urt. v. 27. 8. 2003, DB 2003, 2590,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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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상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은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

형에 해당한다. 주식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

득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수주주축출의 요건으

로 95%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주들, 즉 오직 회사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가지는 주주들을 

축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346) 그리고 주식강제취득에 대해 주주총회 승

인결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축출 요건 충족과 금전대가의 상당

성에 대해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 주요주주의 보고서, 전문검사인의 검사보고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 

주요주주가 금전대가액을 확정하지만, 금전대가액은 주주총회결의 시

에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전의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여겨진다. 법원이 선임

한 전문검사인이 소수주주축출이 결의되기 전에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검

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수주주는 금전대가의 상당성에 대해 사후심사절차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전대가를 결정한다. 소수주주는 금전대가의 상

당성 외에 소수주주축출결의의 법률․정관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결의 무효․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속하는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은 공

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과 달리 공개매수가격이 없어 객관적인 보상기

준을 찾기 어려워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법은 

전문검사인이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검사하도록 하고, 소수주주가 금전대

가의 상당성에 대하여 사후심사절차로 다툴 수 있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

346) Christian A. Krebs, supra note 56, at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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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Ⅲ. 강제취득  

1. 요건․절차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은 지배권 취득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한 자와 의

무적 공개매수를 한 자에게, 아래의 경우에 공개매수 종료 후 3개월 동

안에 한해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유

가증권취득․인수법 제39a조 제1항, 제4항 제1문)347). 첫째, 매수자가 대상

회사의 의결권 주식(議決権付資本)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잔존하

는 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매수자가 기본자본(基本資本)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포함한 잔존하는 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95% 요건을 공개매수에 의해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95% 이상의 기본자본을 보유

하는 자가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그 후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의 규정에 따

라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348). 

매수자가 잔존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

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매수

자는 잔존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유가증권취득․인수법 제39b조 제5항 제

3문).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다(유가증권취득․인수법 제

39a조 제3항). 첫째 잔존주식의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의 대가와 같은 종류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잔존주식의 보유자

에게 현금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둘째 공개매수에 의해 공개매

수 대상이었던 기본자본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347) 유가증권취득․인수법상의 축출 절차 진행 중에는, 주식법상의 축출 절차(주식법 제327a조~

제327f조)를 이용할 수 없다(유가증권취득․인수법 제39a조 제6항). 

348) Vgl., BT-Drs. 16/1003, Begründung, B. Zu Artikel 1 Zu Nummer 17 (§39a-39c) Zu 

§39a Zu Absatz 1,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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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개매수에 제공된 대가는 적절한 보상으로 간주된다. 즉 매수자 등

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주식 

등을 제외하고, 기본자본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자가 공

개매수에 응모한 경우에는, 매수가격은 적절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349).

매수자의 권리에 대응해서, 매수자가 잔존주식을 강제 취득할 수 있

게 된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지 않은 잔존주주는 공개매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래의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있다(유가증권취득․인수법 

제39c조).   

2.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과 차이점

주식법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은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의 강제취

득과 달리, 공개매수의 실시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기본자본 95% 이상

의 주식의 보유자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한다

(주식법 제327a조 제1항 제1문). 주식법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와 법원의 사후심사절차를 통해 소수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주식법 제327c조 제2항 제2문~제4문, 제327d조 제1문, 

제327f조 제2문). 대가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주식법 제327e조 제2항, 제327f조 제1문).350)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은 검사인의 조사는 없다. 대가가 적절하다고 하

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매수자는 잔존주식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후심사절차와 달리, 법원이 적절한 대가의 액수를 스스

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은 제39a조 제3항 제3문 

349) Tim Johannsen-Roth/ Staffan Illert, Paketerwerbe und Öffenthche 

Übernahmeangebote im Lichte des neuen Übernahmerechtlichen Squeeze out nach §39a 

WpÜG, ZIP 2006, 2157, 2159-60. 

350) 이는 소수주주축출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재편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伊藤靖史, supra
note 284, 558면; 斉藤真紀, supra note 284,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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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행하는 공개매수 시에 제시되는 매수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 공개매수에 뒤이은 잔존주식 취득 시의 대가의 적

절성을 확보하고 하고 있다.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독일 유가증권취득․인수법상의 강제취득은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

형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취득․인수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제취득을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강제취득을 하려면 먼저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 의결권 주식이나 기본자본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이 95% 요건을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

수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위 95%에 산입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국의 강제매수와 차이가 있다. 이른바 소수주주 과반수(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 아니므로, 위 95% 요건 충족이 강제매수 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매수자는 잔여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

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 영국의 강

제매수와 차이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영국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SOA와 동일하나, 사후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주요주주의 주

식강제취득과 다르다. 

유가증권취득․인수법에 의하면 잔여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공개매

수의 대가와 같은 종류여야 한다. 그리고 공개매수에 의해 공개매수 대

상이었던 기본자본의 95% 이상을 취득한 경우, 공개매수의 대가는 적절

한 보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영국 법원이 강제매수에서 공개매수에 의해 

청약 대상주식 중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개매수 청약 대가

가 공정하다는 추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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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득․인수법의 강제취득은 비록 공개매수를 통하여 위 95%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수주주 과반수(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 아니지만, 잔여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

상을 지급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공개매수의 대가와 같은 종

류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요구함으로써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제5절 일본의 법리와 판례

Ⅰ. 서설 

1. 회사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2014년 회사법 개정 전에는 소수주주축출 그 자체를 위한 제도는 없

었고,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주식병합, 교

부금합병 등을 이용하였다.351) 실무에서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5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

주식의 취득을 통해,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단수주식으로 만든 후, 

단수처리를 해서 해당 단수주식의 매각대금을 소수주주에게 교부하는 방

식으로 소수주주축출을 한다. 이 방법에서 소수주주축출의 대상이 되는 

351) 이들을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주식병합은 2001년 6

월 상법개정으로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전부취

득조항부종류주식은 2005년 회사법에서 신설되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은 회사법 제정 

시 100% 감자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相澤哲編著, 一問一答　新・会社法〔改訂版〕, 商事法

務(2009), 48-49면; 2005년에 제정(2006년 5월 1일 시행)된 회사법에서, 대가의 유연화에 관

한 규정은 그 시행이 1년 연기되어서(부칙 제4조), 2007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352) 소수주주축출 방법으로 교부금합병은 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법인

세법 제2조 제12호의8)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회사 및 주주의 세금 부담이 커서 잘 

이용되지 않았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은 대상회사에게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로 이용되었다. 柴田寛子,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を踏まえた実務の検討(3) キャッ

シュ・アウトの新手法-株式等売渡請求の検討-」, 商事法務 1981号(2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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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한 회사(대상회사)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정

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회사법 제108조 제2항 제7호, 제466조, 

제309조 제2항 제11호)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을 위한 주주총

회 특별결의(제171조 제1항, 제309조 제2항 제3호)를 받아야 한다. 전부

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대다

수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상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해서 소

수주주축출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353)

2. 회사법 개정 과정 

2005년에 성립해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법은, 기존에 상법, 유한회사

법 등에 산재하고 있던 회사법제에 관한 규정을 회사법이라는 하나의 법

률에 통합함과 동시에 회사법제를 현대화한 것이다. 이후 기업통치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규율과 기업결합법제, 즉 모자회사에 관

한 규율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되었다. 회사법 각 규정도 회사법 제정 

시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실무에서 이용됨에 따라 제도 간의 정

합성을 검토할 필요도 생겼다.

이에 2010년 2월 24일에 개최된 법제심의회 제162회 회의에서, 기업

통치의 방식과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법제심

의회회사법제부회가 설치되었다. 이 부회에서는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

한 논의가 거듭된 결과, 2011년 12월 7일에 개최된 제16회 회의에서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시안’이 나왔다. 같은 해 8월 1일에 

개최된 제24회 회의에서,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안’이 나왔

다. 같은 해 9월 7일에 개최된 법제심의회 제167회 회의에서, 위 요강안

대로의 내용으로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이 나왔다.

353) 개정 전 회사법 하에서도, 대상회사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소수주주축출을 

하려는 경우 교부금 약식주식교환(회사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제783조 제1항, 제784조 제1

항)이나 교부금 약식합병(동법 제749조 제1항 제2호, 제783조 제1항, 제784조 제1항)을 통해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하고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었다. 柴田寛子, Ibid.,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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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강을 받고 정부는 2013년 11월 29일에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안’ 및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법안 및 정

비법안은 2014년 1월 20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해, 같은 달 27일에 

공포되었다.354)

3. 회사법 개정 내용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

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소수주주축출을 해서 소수주주축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주식등매도청

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179조 이하).355)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에서는 소수주주축출을 위한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

들이 실무에서 널리 정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정보공개의 충실화 등 주주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금지하지 않게 되었다.356) 다만 

354) 坂本三郎 外 6, 「平成26年改正会社法の解説〔Ⅰ〕」, 商事法務 2040号(2014), 28-31면. 

355) 소수주주축출의 이점은 장기적 시야에 입각한 유연한 경영의 실현, 주주총회 관련 절차 생

략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화,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 같은 법 규제 준수 비용이나 주주관리 

비용 절감 등이 있다. 2011년 12월에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에서 공표된 「会社法制の見直しに

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제2부 제3의1 (1); 内田修平‧李政潤, 「平成26年会社法改正を踏ま

えた実務の検討(5) キャッシュ・アウトに関する規律の見直し」, 商事法務 2061号(2015), 23

면; 近藤光男, 最新株式会社法, (中央経済社, 2015), 156면. 

356) 岩原紳作,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の解説〔Ⅳ〕」, 商事法務 1978号(2012), 40

면; 補足説明 第二部第三１（１）41면;  柴田寛子, supra note 352, 16면. 이 제도의 창설은 

다른 방법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현행법 규율에 변경을 초래할 의도는 아니다. 補足説明

第２部第３の１(1);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나 주식병합 등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다수

주주의 90%이상 의결권주식 보유요건을 해석상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주주가 90% 이상

의 의결권주식을 보유하면 다수결남용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아니다. 江頭憲治郎 編, 株

式会社法大系, (有斐閣, 2013), 517-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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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성 해

소’라는 회사법 개정 목적에 따라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

이 일부 개정되었다.357)

Ⅱ.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1. 서설

(1) 의의 

주식등매도청구 제도는 자신 및 자신이 발행주식 전부를 갖고 있는 

법인(이하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이라고 한다)과의 합계로 대상회

사 전체 주주 의결권의 90%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하 ‘특별지배주

주’라고 한다)가, 대상회사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특별지배주주 및 특별

지배주주완전자법인을 제외한 대상회사의 주주(이하 ‘매도주주’라고 

한다)가 갖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이하 ‘매도주식’이라고 한다)을 특

별지배주주가 지정하는 취득일에 일괄해서 취득하는 것이다.358)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을 통한 소수주주축출은 대상회사가 소

수주주의 주식을 강제취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반해, 주식등매도청구

는 특별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취득하는 형태로 이뤄져서, 

대상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359)

357) 위와 같이 몇 가지 소수주주축출 방식들이 있지만, 이 방식들에 이용되는 제도들은 소수주

주축출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제도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현금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한다는 효과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 보호에 격차가 있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江頭憲治郎 編, supra note 356, 505면; 舩

津浩司, 「平成26年改正会社法の論点(7) キャッシュ・アウト-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株式併

合-」, 商事法務 2064号(2015), 7-8면. 

358) 柴田寛子, supra note 352, 16면.

359)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5),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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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매도청구 법적성질․효력

주식등매도청구는 일종의 형성권 행사이다. 대상회사의 승인을 거쳐, 

대상회사로부터 매도주주등에게 통지등이 됨으로써 특별지배주주가 매도

주주등에 대해 주식등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면, 매도주주등의 개

별 승낙을 받지 않아도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주등 간에 매도주식등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관계 발생하게 된다. 특별지배주주가 

정한 취득일에, 매도주주등으로부터 특별지배주주에게로 매도주식등의 

양도 효력이 발생해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하게 된

다.  

2. 요건·절차 

(1) 특별지배주주 

주식등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지배주주’란, 대상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의 10분의 9(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당해 주식회사의 정관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을 가진 자를 말한다(제179조 제1항). 

‘10분의 9’라는 의결권 보유비율 요건은 사업양도와 조직재편에서 약

식절차로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하기 위한 요건(제468조 제1항, 제784조 

제1항 등)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주식등매도청구제도에서 대상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제179조 제1,2항), 공개회사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의결권 보유비율 산정에서는 특별지배주주로 되는 자 자신이 갖고 있

는 의결권에 그 자의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특별지배주주로 되는 자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

령에서 정한 법인, 제179조 제1항)이 갖고 있는 의결권도 합산한다. 주식

등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등의 취득은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주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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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매거래이기 때문에 합병 등의 조직재편과는 달리 그 주체를 회사에 

한정할 필요가 없어서 회사 이외의 자(예를 들면 회사 이외의 법인과 자

연인)도 특별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주식등매도청구를 해서 매도주식 

등을 취득하는 특별지배주주는 1인(1회사)으로 한정된다.360)  

특별지배주주는 대상회사에게 주식등매도청구를 통지하는 때, 대상회

사의 승인을 받는 때(제179조의3 제1항),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하는 

취득일(제179조의9 제1항)에 대상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의 10분의 9 이

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90%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대상회사의 심사

는 주주명부 기재 확인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361)

(2) 주식등매도청구 상대방․대상으로 되는 주식 

1) 주식매도청구 

주식매도청구는 대상회사의 주주(대상회사 및 특별지배주주를 제외) 

전원을 상대방(매도주주.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으로 해야 한다(제179

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이

미 특별지배주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매도

청구의 대상으로 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특별지배주주는 주

식매도청구를 할 때에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 주식매도청구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동항 단서, 제179조의2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선택한 경우에는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도 주식매도청구의 상대방

에서 제외된다. 

주식매도청구는 매도주주가 갖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청구대

상(매도주식.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으로 해야 한다(제179조 제1항 본

문). 대상회사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종류주

360) 坂本三郎 外 6, 「平成26年改正会社法の解説〔Ⅶ〕」, 商事法務 2047号(2014), 4-15면. 

361)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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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청구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로 교부하는 금전의 할당은 

매도주식의 종류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제179조의2 제2항). 

2) 신주예약권매도청구

대상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도청구를 

해서 특별지배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가지게 되어도 그 후에 신주예약

권이 행사되면 신주예약권자가 주주가 되어 주식매도청구의 의미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대상회사의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

다(제179조 제2항). 이 청구를 ‘신주예약권매도청구’라고 부른다(동조 

제3항). 

신주예약권매도청구는 주식매도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예약권

자(대상회사 및 특별지배주주를 제외) 전원을 상대방(매도신주예약권자.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ロ)로 해야 하지만(제179조 제2항 본문), 특별지

배주주의 선택에 따라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는 신주예약권매

도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항 단서,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イ). 신

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주예약권자가 갖고 있는 대상

회사의 신주예약권 전부를 청구대상(매도신주예약권.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ロ)로 해야 한다(제179조 제2항 본문). 

(3) 주식등매도청구 절차  

1) 특별지배주주의 대상회사에 대한 통지

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취지(아울러 신주예약권매도청

구를 하려는 때는 그 취지) 및 ①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 주

식매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때는, 그 취지 및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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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 ② 매도주주에게 매도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 ③ 매도주주에 대한 ②의 금전의 할당에 관한 사항, ④ 신

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때는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취지 및 당해

청구에 관한 ①~③에 상당하는 사항, ⑤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취득일), ⑥ 그 외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항362)을 정해(제179

조의2 제1항), 대상회사에 통지함(제179조의3 제1항)으로써 주식등매도청

구 절차가 시작된다. 

2) 대상회사의 승인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 대상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9조의3 

제1항).363) 대상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승인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동조 제3항). 대상회사의 이사가 특별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지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대상회사의 이사가 특별지배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이므로 이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이사회결의

에는 하자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 대상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제179조의3 제1

항) 것은, 매도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등매도청구에 절차적

인 제약을 둔 것이다. 따라서 대상회사의 이사는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

362) 그 외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은 ‘대가 지급을 위해 자금을 확보할 방법’ 및 그 밖에 ‘거래

조건’이다.

   ‘대가 지급을 위해 자금을 확보할 방법’은 특별지배주주의 예금잔고증명서나 금융기관의 융자

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개매수를 먼저 한 경우에는, 선행 공개매수의 개시 시에 자금

증명(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3 제2항, 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의 개시

에 관한 내각부령 제13조 제1항 제7호)을 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이 증명서

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조건’으로 어떠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정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식등매도청구의 매매거래로서의 성질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에 위임되어 있다. 실무상 대가 

지급기한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5면.

363) 대상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주식등매도청구의 승인이 어느 종류주식의 종류주

주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제322조 제1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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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매도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등매도청구의 조건 등

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사는 선관주의의

무를 가지고, 주식등매도청구의 조건 등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해야 해서, 조건 등이 적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함

으로써 매도주주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선관주

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매도주주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29조 제

1항)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주식등매도청구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매도주

주등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주식등매도청구의 조

건 전반에 걸친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매도주주등에게 교부되는 대가

의 상당성과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주주등에 대한 대가 교부의 가망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가 교부의 가망성은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특별

지배주주의 예금잔고증명서나 금융기관의 융자증명서 등을 검토할 수 있

다.364)

3) 대상회사의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등

대상회사는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 승인을 한 때는, 취득일의 20일 

전까지 매도주주등에게, 주식등매도청구 승인을 한 취지, 특별지배주주

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주식등매도청구의 조건(제179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 위의 1)①~⑤ 참조) 그 외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

해야 한다(제179조의4 제1항 제1호). 대상회사는 매도주주등의 주식매도

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서 승인한 경우에는 주식

등매도청구의 조건을 철저히 주지해 매도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통지와 같은 매도주주에 대한 정보공개를 맡게 하고 있다.

매도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제179조의

4 제2항). 그러나 매도주주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없다. 공고

364)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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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신한 경우를 포함해 매도주주등에게 통지등이 된 때는, 특별지배주

주가 매도주주등에게 주식등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79조의4 

제3항). 통지 또는 공고 비용은 특별지배주주가 부담한다(제179조의4 제4

항). 주식등매도청구는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주등 간의 매매거래이기 

때문에 대상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는 되지 않고, 통지 또는 공고는 특

별지배주주의 매도주주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서 그 비용은 특별지배주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 사전공개절차

대상회사는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일 또는 이를 대신하는 공고일 중 

빠른 날부터 취득일 후 6개월(대상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취

득일 후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특별지배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⑵ 제179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위의 1)①~⑥ 

참조), ⑶ 주식등매도청구를 승인한 취지, ⑷ 그 외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매도주주등의 열람 등에 

제공해야 한다(제179조의5). 대상회사는 매도청구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특별지배주주가 아니라 대상회사가 매도주주의 주주명부 등을 관리하고 

있고, 매도주주등이 사전공개서면의 열람 등을 청구하기에 특별지배주주

보다 대상회사가 편리하기 때문에 위 역할을 맡게 되었다.365)

5) 매도주식등 취득의 효력발생

주식등매도청구를 한 특별지배주주는 취득일에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한다(제179조의9 제1항). 주식등매도청구는 소수주주축출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획일적으로 주식의 이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도주

식등의 전부가 취득일에 일괄해서 특별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 

365) 江頭憲治郎, supra note 359,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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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66) 대가인 금전은 그 날에 매도주주등에게 교부해야 된다.367)

6) 사후공개절차

대상회사는 취득일 후 지체 없이 주식등매도청구에 의해 특별지배주

주가 취득한 매도주식등의 수, 기타 주식등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등

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작성해, 취득일부터 6개월 간(대상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취

득일부터 1년간) 그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 두고, 취득일에 매도주주

등이었던 자의 열람 등에 제공해야 한다(제179조의10). 

(4) 기타  

1)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는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 대상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취득일 전날까지 대상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제179조의6 제1항). 대상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이 

승낙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동조 제2항).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식등매도청구의 승인을 

366) 취득 후 특별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다(제133조 제2항,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2호).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7면.

367) 江頭憲治郎, supra note 359, 280면; 대가 지급은 취득일 시점의 주주에게 하지만, 주주통

지에 필요한 기간과, 그 후 주주 확정 작업에 실무상 필요한 기간을 생각하면, 실제로 주주에

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후 일정 기간을 요하게 된다. 이 경우 취득대가의 지급기

한을 정하지 않으면, 취득일 이후 지급시까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상회사에게 통지 시에 ‘거래조건’(시행규칙 제

33조의5 제1항 제2호)으로서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는 법률상으로는 특별지배

주주가 매도주주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사무는 대상회사의 주주

명부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기한은 주주명부관리인과 협의한 다음, 

주주확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일정도 감안해 정하게 될 것이다.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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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에 특별지배주주의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대가 지급 가망성이 없

어지고, 특별지배주주도 매도주식등의 취득 포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매

도주식등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취득 무효등을 주장해야 하게 되어 오히려 매도주주등

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다. 

다만 특별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철회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매도주주등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므로 주식등매도청구의 승인 

후에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했다. 

매도주식등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철회를 인정하면, 매도주식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해 법적안정성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회

사의 승낙은 취득일 전일까지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했다. 

대상회사는 철회의 승낙 여부를 결정한 때는 특별지배주주에게 결정

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제179조의6 제3항). 대상회사는 철회의 승낙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매도주주등에게 승낙을 한 취지를 통지해야 하지만

(동조 제4항), 이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도 있다(동조 제5항). 이러한 

공고로 대신한 경우를 포함해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등이 된 때는, 주

식매도청구는 매도주식등의 전부에 대해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

179조의6 제6항). 

2) 주권의 취급 

주권발행회사가 대상회사로서 주식매도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주권 

제출에 관한 공고등을 해야 하고(제219조 1항 제4호의2), 그 효과로서 특

별지배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대가교부를 거절할 수 있고

(동조 제2항 제2호), 취득일(동조 제1항 참조)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동조 

제3항).



- 128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 서설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으로 매도주식등 취득금지청구(제179조의7), 매도

주식등 매매가격결정신청(제179조의8) 및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제846

조의2)이 있다. 이외에 대상회사의 주식등매도청구 승인에 대상회사 이

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제429

조 제1항)을 청구할 수 있다.368)

(2) 매도주식등 취득금지청구

주식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취득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 

등의 방법에 의한 소수주주축출과 달리 대상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요하

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제831조)으로 소수주주축

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없다. 이를 대신해 사전구제수단으로 매도

주주가 매도주식등 취득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179조의7 제1항). 

매도주주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⑴ 특별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제179조의7 제1항 제1호), ⑵ 대상회사가 

매도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사전공개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동항 제2

호), ⑶ 매도주주에게 매도주식의 대가로 교부되는 금전의 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그 금전의 할당에 관한 사항이 대상회사

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동항 제3호)이다. 

이들은 약식조직재편의 금지청구를 규정한 제784조 제2항과 실질적으

로 같은 요건을 정한 것이지만, 주식매도청구에서는 조직재편과 달리 대

상회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 주체인 특별지배주주가 법위반

368)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실제로 다

루어진 판례가 있다. 東京高判 平成 25年 4月 17日 判例時報 2190号 96면 렉스․홀딩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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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제179조의7 제1항 제1호로, 대상회사가 법위반한 경우를 동항 

제2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369) 매도주주의 금지청구의 대상은 

‘매도주식등의 전부 취득’이며, 그 효과는 금지청구를 한 매도주주 자

신이 갖고 있는 매도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매도주주가 갖고 있는 매도

주식도 포함한 매도주식 전체에 미친다. 

(3) 매도주식등 매매가격결정신청

매도주주등은 취득일의 20일 전날부터 취득일의 전날까지 법원에 자

신이 갖고 있는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79조의

8 제1항).370) 주식등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등 취득은,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주등 간의 매매거래이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격의 지급의

무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의 경우와 달리 특별지배주주가 부담

한다. 

(4)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

주식등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등의 취득은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

주등 간의 매매거래여서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제828조)와는 다르지

만,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획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와 같

다.

그래서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주식등매도청구

에 의한 매도주식등 취득의 무효는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제846조의2 제1항).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의 제소기간

369)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7-28면.

370)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의 대가결정신청(제172조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결

정한 매매가격에 대한 취득일 후 연 6할의 이자 지급의무(제179조의8 제2항)와 대가결정 전 

지급제도(동조 제3항)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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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다(제846조의2 제1항). 그러나 대상회사가 공개회

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다. 매도주식등 취득

무효소송의 제소권자는, ① 취득일에 매도주주 또는 매도신주예약권자였

던 자, ② 취득일에 대상회사 이사, 감사 또는 집행역(執行役)이었던 자, 

③ 대상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역 또는 청산인이다(제846조의2 제2항).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회사조

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소송(제828조)에서의 무효사유와 마찬가지로 해석

에 맡겨져 있다.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의 피고는 특별지배주주이다

(제846조의3). 대상회사는 매도주식등 취득에 관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로 되지 않는다.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은 대상회사의 본

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제846조의4). 그 

외 담보제공명령(제846조의5), 변론등의 필요적 병합(제846조의6), 인용판

결의 대세효(제846조의7) 및 장래효(제846조의8),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제846조의9)에 대해서는,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 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제836조~제839조, 제846조)을 본뜬 규정을 두고 있다. 

(5) 문제유형별 구제수단 

1)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식등매도청구 절차에 법령위반의 하자(주식등매도청구 자체의 법령

위반 외에, 대상회사의 통지의무․사전공개의무 위반도 포함된다. 제179조

의7 제1항 제1,2호 등)가 있는 경우 취득일 전이라면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취득일 후라면 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구체적인 무효사유로

서는, 예를 들면 특별지배주주가 90%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나, 주

식등매도청구에 대상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371) 소수

주주축출이라는 목적의 존재 자체가 법령위반으로 금지사유나 무효사유

371) 坂本三郎編著,　一問一答 平成26年改正会社法(商事法務, 2014),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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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소수주주축출 목적의 존재 자체

를 가지고 법령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정 전 회사법 하

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372)

2) 대가가 부당한 경우 

대가가 부당한 경우 구제수단은 매도주식등 매매가격결정신청이다. 

대가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매도주주등은 금지청구를 할 수도 있

다(제179조의7 제1항 제3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에 의한 경우 

등과 같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소수주주축출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가액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것이 결의취소사유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도주식등취득의 경우에도 대가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가가 미지급된 경우

대가가 미지급된 것이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에서 무효사유가 되는

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지만, 매도주식등의 대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미지

급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에서 매

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주식발행등이나 조직재

편보다 넓게 해석해도 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

면, 매도주식등의 대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미지급된 것은 매도주식등 취

득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372) 東京地判 2010年 9月 6日, 判例 タイムズ一 334号, 117면; 大阪地判 2012年 6月 29日, 判

例 タイムズ一 390号,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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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는 지배주주의 주식강

제취득형에 해당한다.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를 규제한다.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받아

야 한다. 이사회는 승인결정을 할 때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등

매도청구의 조건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관주의의무를 가

지고 검토해야 한다.

대상회사 이사회가 승인을 한 때는, 소수주주에게 매도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 금전의 할당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대상회사는 통지․공고 후부터 위 사항 등을 기

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소수주주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사전

공개). 대상회사는 취득일 후 특별지배주주가 취득한 매도주식등의 수, 

기타 매도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두

고, 소수주주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사후공개).   

사전구제수단으로 소수주주는 ① 주식매도청구가 법령에 위반한 경

우, ② 대상회사가 통지 또는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매도주식의 

대가로 교부되는 금전의 액수, 산정방법, 할당에 관한 사항이 현저히 부

당한 경우 매도주식등 취득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절차의 적법성뿐

만 아니라 대가의 상당성까지를 사유로 하여, 사전적으로 매도주식등 취

득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의 소수주주 구제수단과 구별된

다. 소수주주는 취득일의 20일 전날부터 취득일의 전날까지 법원에 매도

주식등의 매매가격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수주주는 취득일로부터 6개

월 내에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속하는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는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과 달리 공개매수가격이 없어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찾기 어려워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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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주식등매도청구의 조건이 적정한지 검토하도

록 하고, 소수주주는 대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에 매도주식등 취

득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대가에 관하여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다할 것이다. 

Ⅲ.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1. 서설 

의결권의 9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식등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선행 공개매수로 9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14년 회사법 개정 후에도 주

식등매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373)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그 종류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종류주식(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108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7호‧제171조-제173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은 실

무상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로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

상회사의 발행주식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변경한 후, 대상회사

가 이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주주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분배하고, 

그 때에 소수주주에게는 1주 미만의 단수만이 분배될 수 있도록 결정함

으로써(제234조 제1항 제2호), 소수주주를 축출해서 대상회사를 완전자회

사화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374)

회사법 제정 전, 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에 기존주주가 갖고 있는 주

식을 영으로 하는 ‘100% 감자’는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했으나, 주주

373)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28면. 

374) 渡辺邦広,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用いた完全子会社化の手」,　商事法務 1896号(20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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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동의를 요하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법은 주주총회 특

별결의에 의해 회사가 주식 전부를 강제취득 할 수 있는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등 용도

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2014년 개정되었

다.375)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은 100% 감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376), 

주식병합은 투자단위의 대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377) 이들 제도

를 축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예전부터 거부감이 있었다.378) 이들 

제도는 소수주주축출 방법으로서 교부금합병과 비교해서 정보공개가 불

충분하고379), 특히 주식병합은 소수주주가 대가 액수를 다툴 수단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380). 많은 단수가 발생하는 

주식병합에서 통상의 단수처리에 의한다면, 시장가격 하락, 매각선 확보

의 곤란 등 때문에 단수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가 교부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381)

2014년 회사법은 이들 제도가 축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제도에 따라 주주 보호수단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소

375)  江頭憲治郎, supra note 359, 157-162면. 

376) 江頭憲治郎, 「会社法制の現代化に関する要網案の解説〔Ⅳ〕」, 商事法務 1724号(2005), 

8~9면.  

377) 鈴木竹雄‧竹内昭夫, 会社法(有斐閣, 1994), 187면. 

378) 藤田友敬,「新会社法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権制度の改正」, 証券取引法研究会編, 証券․会社法

制の潮流(日本証券経済研究所, 2007), 271면; 岡田昌浩,「少数株主締め出しと株式取得の対価の

公正性の確保」, 川濱 昇‧洲崎 博史‧ 北村 雅史‧前田 雅弘, 企業法の課題と展望―森本滋先生還暦

記念(商事法務, 2009), 94면.

379) 山下友信編,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４－株式２(商事法務, 2009), 101면. 

380) 岡田昌浩, supra note 378, 94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법원에 주식가격결정신청(회사법 제117조 제2항)이나, 취득가격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회사법 

제172조 제1항). 반면에 주식병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격결정신청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식의 공정한 가격결정신청제도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은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경우에 균형이 맞지 않았다. 회사법 개정으로 소수주주축

출에 이용할 수 있는 각 제도에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江頭憲

治郎 編, supra note 356, 509-510면.

381) 坂本三郎 外 6, 「平成26年改正会社法の解説〔Ⅷ〕」, 商事法務 2048号(2014),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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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주 보호수단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기 위한 개정을 했다. 주식병합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182조의4)를 신설하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과 주식병합에 사전공개(제171조의2, 제182조의2)·사후공개(제173조의

2, 제182조의6)을 도입해서 정보공개를 조직재편과 같은 정도까지 충실

하게 하고,382) 조직재편과 같이 주주의 금지청구(제171조의3, 제182조의

3)를 도입해서, 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

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383)

2. 요건․절차 

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① 취

득대가(제171조 1항 1호)의 가액 결정방법, ②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때는 그 조건을 정해야 한다(제108조 제2

항 제7호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7호). 발행 종류주식을 전부취

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정관변경 

절차(제466조‧제309조 제2항 제11호) 외에, 정관변경을 하는 종류주식 및 

그 종류주식이 교부될 가능성이 있는 취득청구권부주식‧취득조항부주식

에 관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고(제111조 제2항‧제324조 제2항 제1

호),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제116조 제1항 제2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참고서

류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한다(시행규칙 제85조의2). 주주총회

에서는 이사가 그 취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제171조 제

3항), 특별결의(제30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① 취득대가의 내용‧수‧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제171조 제1항 제1호), ② 주주에 대한 취득대가의 배

분에 관한 사항(제171조 1항 2호․2항), ③ 취득일(제171조 제1항 제3호)을 

382) 坂本三郎編著, supra note 371, 267면, 275면. 

383) 中東正文, 「キャッシュ・アウト法制」,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編, 金融商品取引法制の潮流(日

本証券経済研究所, 2015), 87면. 



- 136 -

결정해야 한다. 

취득대가의 가액은 정관에서 정한 결정방법(제108조 제2항 제7호 イ)

을 따를 필요가 있고, 결의된 취득대가에 불만인 주주는 취득일의 20일 

전부터 취득일의 전날까지 법원에 취득가액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72

조 제1항 제4항 제5항‧제868조 제1항‧제870조 제2항 제4호). 주주가 이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는 취득일의 20일 전까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의 주주에게 취득한다는 뜻을 통지‧공고해야 한다(제172조 제2항‧제3

항). 의결권 없는 주주 등은 취득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을 결정하

는 주주총회(제171조 제1항) 2주 전의 날 또는 취득하는 뜻을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날(제172조 제2항‧제3항) 중 빠른 날부터, 취득일 후 6개월

을 경과하는 날까지 동안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취득대가에 관

한 사항, 취득대가의 할당에 관한 사항 및 취득일) 기타 법무성령(시행규

칙 제33조의2)에서 정한 사항384)을 기재한 서면(그 대신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제171조의2).385)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은 회사법 제정 시에 새롭게 인정된 종류주식

인데, 회사법 제정에서 주로 회사의 임의정리 때에 100% 감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소수주주축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은 전제

로 되지 않았으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은 실무상 소수주주축출 수단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많은 주주가 그 지위를 잃는 등 

조직재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조직재편의 경우에 비해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되었

다. 개정 회사법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의 때에, 조직재편의 경

우와 같은 정도로 주주에게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취득의 때

384) 이 사항은 흡수합병 소멸회사의 사전공개사항(회사법시행규칙 제182조) 중 주주의 이익에 

관한 것과 거의 일치하지만,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1주 미만의 

단수 처리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그 처리로 주주에게 교부할 것

이 예상되는 금전의 액수 및 그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회사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제2항 

제4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385) 坂本三郎 外 6, supra note 381,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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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정보공개를 하는 위의 사전공개절차(제171조

의2) 및 취득 후에 정보공개를 하는 아래의 사후공개절차(제173조의2)를 

규정한 것이다. 

회사는 취득일에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전부를 취득하고386), 그 주

주는 같은 날 결의에서 정한 것을 따라, 주주, 사채권자, 신주예약권자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권자 겸 신주예약권자가 된다(회사법 제

155조 5호·제173조). 개정 회사법은 취득대가가 교부되는 전부취득조항

부종류주식의 주주에서, 취득대가결정신청을 한 주주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73조 2항).387)

회사는 취득일 후 지체 없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그 대신 전자적 기록)을 작성해서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등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제173조의2).

3. 소수주주 구제수단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금지라는 형태로 사전에 축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는 주주는 회사

에게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을 그만둘 것(금지)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사유인 ‘법령․정관 위반’은 회사의 행위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것

이다. 법령위반은 사전공개절차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취득대가가 정

관의 규정(제108조 제2항 제7호 イ)에 위반하여 정해지면 금지사유가 될 

수 있다. 취득대가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사의 법

령위반행위(충실의무위반)에 불과하고, 회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는 아

386) 주권발행회사에서는 취득일까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취득일의 1개월 전까

지 공고함과 동시에 주주․등록주식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회사법 제219조 제1

항 제3호). 

387) 坂本三郎 外 6, supra note 381,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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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388) 다만 취득대가가 특별이해관계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현저히 부

당하게 정해진 경우(제831조 제1항 제3호)에는 금지사유로 될 수 있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제171조의3).389)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

법으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제831조 제1항 제3호)와 결의무효확인의 소

(제830조)가 있다. 대가액이 부당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기 때문에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저히 불공

정한 대가인 경우에는 ‘현저하게 부당’으로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도 유력하다.390) 사전공개에서 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공개와 

주주총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의 설명이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에는 결의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391)

4.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관련 쟁점 

(1) 소수주주축출에 이용가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을 축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예전부터 문제되었다.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축출을 목적

으로 하는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과 주식병합을 축출에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생겼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392) 이에 관하여 회사법제부회에서는 소수주주축출을 정면으로 법

388) 見直し補足説明 제2부 제5 참조.

389) 内田修平․李政潤, supra note 355, 30면.

390) 山下友信,　「種類株式間の利害調整-序説」,　新堂幸司․山下友信編, 会社法と商事法務(商事法

務, 2008), 109면. 

391) 野田博,　 「株式単位の見直し」,　 金融․商事判例 118号(2003), 88면; 山下友信編, supra
note 379, 98면. 

392)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 제12회 회의의사록 6면〔神作裕之幹事発言〕은 축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매도청구제도가 기존 축출 방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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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한 이상 본래의 제도취지를 면탈해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

용하는 방법은 향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393)와, 인정하되 소수

주주축출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가중해야 한다는 견해(예를 들어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찬성이나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가 갖고 있

는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견해)394)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의 논의를 보면 위와 같은 견해를 받

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395) 매도청구 제도 도입은 다른 소수주주축출 

방법과는 별개로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에 의한 소

수주주축출에 관한 현행법 규율의 변경을 꾀한 것은 아니다.396) 결의요

건 가중은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로 소수주주축출이 저지 될 수 있게 되

어 소수주주가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결의요건의 일률적인 가중은 

합리적인 소수주주축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안에서 채택되지 않았

다.397)

영국도 강제매수 대신에 요건․절차가 다른 SOA를 이용해서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한 것처럼, 매도청구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에 의

한 소수주주축출을 금지해야 하는 이론적 필연성은 없고, 총 의결권의 

90% 이상을 가진 자에 절차적․시간적 비용이 덜 드는 새로운 소수주주축

출방법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매도청구제도를 만들었다는 시안의 

입장을 전제로 할 경우, 매도청구제도의 총 의결권의 90%라는 기준이 

다른 소수주주축출방법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이유

393) 会社法制部会12回会議（2011年 8月 31日 開催）議事録 18면〔前田雅弘委員発言〕; 매도청

구제도는 축출 요건으로 대상회사 의결권의 90% 이상 보유라는 기준을 채용했기 때문에, 의결

권 보유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출을 목적으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

병합을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394) 会社法制部会12回会議（2011年 8月 31日 開催）議事録 18면 〔静正樹委員発言〕. 

395)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축출도 90% 주식보유요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왔지만, 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

試案の補足説明」, 48면 참조; 2014년 개정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정 전부터 이용되어 온 소수

주주축출 방법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岩原紳作,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

要綱案の解説〔Ⅳ〕」, 商事法務 1978号(2012) 40면. 

396)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2011年 12月), 41

면. 

397)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Ibid.,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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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는 것이다.398)

(2)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여부 

매수자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의 요건인 주주총회 특

별결의를 받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지배주주는 주주총회 특

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들 제도를 이용해 축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399) 주식등매도청구 제도에서 90% 주식보유를 하면 주주총회결의

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90% 주식보유가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요건이라고 해석한 다음,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

합을 이용한 축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400)

그러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로 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이 예상된다고 해서,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입법

경위를 보면 이들 제도는 명문화된 소수주주축출제도가 아니어서,401) 주

식등매도청구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지배주주가 9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여전히 주주총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이 대상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402)

주주총회결의를 받게 함으로써 축출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남겨 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403)

398) 戸倉圭太, supra note 225, 商事法務1970号, 33면. 

399) 内田修平, 「平成26年会社法改正がM&A法制に与える示唆〔上〕」, 商事法務 2052号(2014), 

22면 참조. 

400) 内田修平, Ibid., 23면.  

401) 笠原武朗,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制度の利用の限界」, 黒沼悦郎‧藤田友敬編, (江頭憲治郎

先生還暦記念) 企業法の理論〔上巻〕(有斐閣, 2007), 238면 이하. 

402) 企業商品取引法研究会,　 「キャッシュ・アウト法制」,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研究記録 第

388号(2012), 37면. 

403) 주주총회에서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과 주식병합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설명대상

으로 되어 있고 대가의 상당성이 사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축출의 경우 그 필요성과 대

가의 상당성을 주주총회에서 확인하고 승인해야 해서,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축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岩原紳作, supra note 356,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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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업목적 필요여부 

축출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축출은 ‘정당한 사업목적’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법문언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축출의 실체적 요건

으로 해석하지 않는 견해404)가 유력하다. 정당한 사업목적 요건은 주주

가 봐도 예견가능성이 없고, 공개매수를 하는 쪽에서 봐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405)

다만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이나 주식병합을 승인하는 주주총

회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제171조 제3항, 제180조 제4항)의 

설명의무가 있다406). 소수주주축출 목적이어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하는 것인 이상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왜 소수주주축출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경우에도 본래의 제도취지에 따라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이나 주식병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과 같은 정도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단수주식으로 

만든 후, 단수주식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다는 점에

서 현금대가를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교부금합병과 유사하다. 

404) 水野信次, 西本強,　 「ゴーイング・プライベート（非公開化）のすべて」, 商事法務(2010), 

502면, 三笘裕‧殿村桂司‧遠藤努, 「ゴーイング・プライベート取引におけるキャッシュ・アウトに

関する一試論（上）」, 金融·商事判例 1405号(2012), 6면. 

405)  北村雅史 外 3, 三笘發言「(新春座談会) 親子会社の運営と会社法〔下〕」, 商事法務(2011), 

60면. 

406) 北村雅史, 「企業結合の形成過程」, 森本滋編著, 企業結合法の総合的研究(商事法務, 2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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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개매수 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후 교부금

합병형, 지배주주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은 지배주주의 교부금

합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

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제될 

수 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

저 대상회사가 발행주식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변경하는 정관변

경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반대주주는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서 대상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주

총회에서 이사가 그 취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특별결의

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로 취득대가의 내용․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 취

득대가의 배분에 관한 사항, 취득일을 결정해야 한다. 취득대가에 불만

인 주주는 취득일 전까지 법원에 취득가액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회사는 주주총회 전에 취득대가에 관한 사항, 취득대가의 할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에 제공해

야 한다(사전공개). 대상회사는 취득일 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

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에 제공

해야 한다(사후공개). 

주주는 취득이 법령․정관에 위반해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는 회사에게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 금지를 청구할 수 있

다(금지청구).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이용되자, 소수주

주 보호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2014년 개정 회사

법은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제도에 따라 주주 보호수단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봐서 소수주주 보호수단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전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에 사전공개․사후공개, 금지청구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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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부금합병 

1. 서설  

(1) 의의 

교부금합병(cash-out merger)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소멸회사 주식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닌 현금만을 교부하는 것이다. 지배회사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면 소수주주가 있는 종속회사를 소멸회사, 다른 

100%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해서 종속회사의 형태를 남긴 

채 소수주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회사가 비공개회사이고, 합

병 후에도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주주를 주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경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407)

(2) 회사법 제정 전 학설의 논의 

일본에서 회사법 제정 전에 교부금합병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

설의 논의가 있었다. 합병의 본질을 소멸회사 사업전부의 현물출자에 의

한 주식발행 또는 회사설립이라고 봐서(현물출자설),408) 소멸회사의 주주

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법 제정 전의 통설이었다. 교부금합병을 허용하면 소수주주축출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이유로, 현행법상 교부금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409)

교부금합병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는 소수설이었다.410) 다음과 같은 

407) 江頭憲治郎, 『結合企業法の立法と解釈』, 有斐閣(1995), 260면.

408) 大隅健一郎, 「会社合併の本質」, 会社法の諸問題(有信堂, 1983), 390면　

409) 中東正文, 「アメリカにおける締め出し合併とテイクオーバー」, 名古屋大学法政論集140号,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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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교부금합병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411) 첫째, 

교부금합병을 이용할 수 있으면 지배회사에게 이점이 많고, 종속회사 소

수주주 중에도 흡수합병에 따른 종속회사의 소멸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이상, 합병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로 되는 것보다 오히려 현금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교부금합병

을 금지하더라도 종속회사의 영업양도+해산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412)

(3)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 

사업재편성, 기업인수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직재편 방법의 다양화 

요청이 있어서, 2005년 제정 회사법은413) 교부금합병을 도입하는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를 하게 되었다.414)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란 대가가 

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철폐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교

부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는 조직재편의 효율

성·신속성을 높이고, 조직재편의 촉진을 통해서 M&A 시장을 육성하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실무에서 도입을 바랐던 것이다. 

회사법 제정 전에는 합병(주식교환과 같은 다른 조직재편도 포함)의 

대가는, 존속회사의 주식에 한정되어서 그것 이외는 합병비율 조정목적

의 한도에서 금전을 교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합

병비율(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되는 존속회사주식의 수)이 1:1.2라고 하

410) 柴田和史,「合併法理の再構成(6․完) -吸収合併における合併対価の検討-」, 法學協會雜誌 107

巻 1号(1990), 60면. 

411) 江頭憲治郎, supra note 407, 263면.

412) 柴田和史, supra note 410, 107면. 

413) 회사법은 법무성이 경제관련 기본법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회사법제 현대화’의 성과

이고, 일본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414) 법제심의회회사법(현대화관계)부회,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시안」, 보충설명

(2003), 제四부․제七1;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로 인해 외국자본의 일본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

업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가의 유연화 규정만 회사법 시행부터 1년 

뒤인 2007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회사법부칙 제4조). 相澤哲,「合併等対価の柔軟化の実現に

至る経緯」, 商事法務 1801号(2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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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멸회사주식을 1주만 보유하는 주주에게 존속회사주식 1주와 0.2지

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속회사주식 1.2지분

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MBO처럼 상

장회사를 비상장회사가 매수하여 완전자회사화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

주 전원에게 금전을 교부해서 회사로부터 퇴출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

었다.

회사법은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 흡수형 조직재편의 대가는 조직재편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415) 다만 그 대신에 주식매수청구

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조직

재편에 따른 기업가치의 증가분(시너지 등)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

게 했다.416)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의 취지 중 하나는 합병등에 수반되는 

소수주주축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417) 회사법의 조직재편행

위에서 대가가 유연화 되어 금전을 대가로 하는 합병과 주식교환을 통해

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418)

2. 요건․절차 

회사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관해서 제5편 제5장에

서 포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법은 흡수형 조직재편(흡수합

병·흡수분할·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교부하거나 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749조 제1항 제2호, 제751조 제1항 제2,3호, 

제758조 제4호, 제760조 제4,5호, 제768조 제1항 제2호, 제770조 제1항 제

2,3호). 

415) 近藤光男, supra note 355, 459면. 

416) 伊藤　靖史․大杉　謙一․田中　亘․松井　秀征, supra note 11, 365면. 

417) 相澤哲編, 「立案担当者による新・会社法の解説」, 商事法務(2006), 184면. 

418) 笠原武朗, 「少数株主の締出し」,　森淳二朗‧上村達男編, 会社法における主要論点の評価(中央

経済社, 2006년),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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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유연화가 인정되는 흡수합병·흡수분할·주식교환에서,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대가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면 되고 회사법상 그 이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제749조 제1항 제2

호, 제751조 제1항 제3호, 제758조 제4호, 제760조 제5호, 제768조 제1항 

제2호, 제770조 제1항 제3호).

사전공개로서, 소멸회사는 흡수합병계약의 내용, 분할회사는 흡수분할

계약의 내용,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계약의 내용 및 법무성령(시행규칙 

제182조부터 제184조)이 정한 사항을 기재․기록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

해두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제782조 제1항). 공

개기간은 비치 개시일부터 효력발생일 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존속회사도 사전공개로서, 흡수합병계약등의 내용과 기타 법무성령(시행

규칙 제191조부터 제193조)이 정한 사항을 기재․기록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제794조). 공개

기간은 비치 개시일부터 효력발생일 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사후공개로서, 효력발생일 후 지체 없이 분할회사 및 완전자회사는 

법무성령(시행규칙 제189조․제190조)이 정한 사항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제791조). 본점에 비치해두는 

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이다(동조 제2항). 존속회사는 사후공개

로서, 효력발생일 후 지체 없이 흡수합병에 의해 존속회사가 승계한 소

멸회사의 권리의무 기타 흡수합병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제801조 제1

항). 이 서면․기록이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되어(동조 제

3항),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흡수합병의 소멸회사 및 주식교환의 완전자회사는, 흡수합병계약 또

는 주식교환계약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조직재편행위의 대가가 유연화 되어서,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가 예상된다.419) 그래서 흡수합병 소멸회사 또는 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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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닌 경우에, 흡수합병 소멸회사 또는 주식교환 완

전자회사에게 합병대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분등(지분회사의 지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20))이 교

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소멸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제783조 제2항).  

인수회사가 소멸회사의 특별지배회사(제468조 1항, 시행규칙 제136조)

인 경우에는, 대상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흡수합병 승인결의는 원칙적으

로 필요하지 않다(제784조 1항).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 개관 

교부금합병을 이용해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는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여 축출하고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할 수 있

다. 이러한 교부금합병에서는 모회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일

방적으로 결정해 버릴 위험이 있어, 자회사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과제로 된다. 

현금교부나 교부되는 현금액수에 불만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교

부금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08조

의3).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주주는 흡수합병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784조의2). 정보비치공개절차(제782조, 시행규칙 제182조․제184조)

의 중요한 불이행,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등은 흡수합병의 무효원인

이 될 수 있어, 합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원 등의 손해배

419) 近藤光男, supra note 355, 484면. 

420) 법 제7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채무

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지분회사의 지분 및 양도제한주식을 제외)으로 한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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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제429조 제1항)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421)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조직재편이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 

반대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의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785조․제797조․제806조). 

(3) 합병금지청구

회사법 제정 전에는 약식합병 이외의 합병에 대해서 주주가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위법한 합병을 

사후적으로 무효로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주에게 실효적인 구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금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해석론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결의집행정지

가처분이 거론되었다.422)   

회사법에서 사전 구제수단으로 주주의 합병금지청구가 규정되었다. 

흡수합병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약식조직재편에서 흡

수합병의 조건이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를 상대로 흡수합병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84조의2).423)

(4) 합병무효소송

421) 西村総合法律事務所編, supra note 24, 868면. 

422) 伊藤靖史, 「合併比率への不満と株主」, 法教 348号(2009) 25면, 32-33면 참조.

423) 近藤光男, supra note 355, 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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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

문에 사후적인 무효주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

게 된다. 또 합병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로 되고, 다른 자와의 관

계에서는 유효로 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회사법은 합

병의 무효는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게 하고(제828조 제1항 제7~12호), 

제소기간과 제소권자를 제한하고, 소급효를 부정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무효판결에 대세효를 부여해서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꾀하고 있다.424)

어떠한 사유가 합병의 무효원인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일반론으로 합병절차의 하자 중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무효원인으로 된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면, 합병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합병승인 총회의 부존재․무효․취소, 채권자이의절

차의 불이행, 합병 공개사항의 결여 또는 중대한 부실기재 등이다. 

교부금합병에서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대부분 교부금액의 공정성 문

제로 귀착되고, 합병대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원인으

로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425) 합병에 명의를 빌려 소수주주축출을 꾀하

는 것은 합병제도의 남용이어서, 합병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

다.426)

4. 교부금합병 관련 쟁점 

(1) 주식매수청구에서 공정한 가격 산정 

1) 학설과 판례 

424) 伊藤　靖史․大杉　謙一․田中　亘․松井　秀征, supra note 11, 397면. 

425) 합병비율의 부당 또는 불공정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해석되어 왔지만(東京高判平成 2년 1

월 31일 資料版商事法務 77호 193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합병무효로 될 여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近藤光男, supra note 355, 497면. 

426) 今井宏‧菊地伸, 会社の合併(商事法務, 2005),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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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가격으로 되는 

‘공정한 가격’에는, 조직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상황을 확보하는 가격과, 조직재편에 의해 시너지 기타 기업가치

의 증가가 생기는 경우 이것을 적절히 분배하는 가격이 있게 된다. 전자

는 ‘なかりせば(없었더라면) 가격’, 후자는 ‘시너지 반영가격’이라고 

한다. 

학설은 조직재편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なかりせば 가격’이, 조직재편에 의해 시너지가 생겨 기업가치가 증

가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반영가격’이 공정한 가격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도 기업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なかりせば 가격’

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율이 공정한 것이었다면……그 주식이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 된다고 한다.  

2) 회사법 조문 

회사법 제정 전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청구에서의 매수가격은 조직재

편의 승인결의가 없었더라면 해당 주식이 가지고 있었을 공정한 가격이

라고 되어 있었지만, 회사법에서는 단순히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되

었다. 이것은 조직재편이 시너지의 발생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경우는, 반대주주에게 조직재편이 없다고 할 경우에 실현되는 주식가치

뿐만 아니라, 조직재편에 따른 기업가치증가분의 공정한 분배도 보장하

려는 취지이다. 다만 조직재편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는, 반대주주에

게는 ‘なかりせば(없었더라면) 가격’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그렇다면 ‘공정한 가격’이란 조직재편에 따른 기업가치증가분을 

공정하게 분배한 가격과 ‘なかりせば 가격’ 중에, 어느 쪽이든 더 높

은 쪽이 될 것이다.427)

3) 공정한 가격의 산정방법 

427) 田中亘 「公正な価格とは何か」, 法教 350号(2009), 61면, 63-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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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 회사법에는 아무런 규정

이 없기 때문에, 가격결정신청 절차에서 ‘공정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된다. 상장회사라면 시장가

격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시장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사용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를 보면, ‘なかりせば 가격’은 조직재편의 영향

을 배제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판례는 조직재편계획의 공표 

직전의 주가 또는 공표 전의 일정기간의 주가 평균에 의해 「ナカリセバ 

가격」을 산정한 것이 많다.428)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가 산정 자체

에 어려움이 있다.429)

일반적으로 ㈀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평가법, ㈁ 회사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법, ㈂ 회사가 창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자본환원법, ㈃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세분할 수 있다. ㈁은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지, 청산가치를 기준으

로 하는지, ㈂은 매년 회사수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년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지, ㈃은 유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사업

종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법원은 몇 가지 방법을 합쳐서 결정하고 있다.430)

(2) 정당한 사업목적 필요여부 

428) 東京地決昭和 58․2․10 判時 1068号 110면, 東京地決昭和 58․10․11 判タ 515号 159면, 東京

地決昭和 60․11․21 判時 1174号 114면 등. 

429) 藤田友敬,　「新会社法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権制度」,　企業法の理論（上)(商事法務, 2007), 

293면.

430) 예를 들어 福岡高判平成 21․5․15金判1320号20면에서는, ③의 방법 중 DCF법이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각 평가방법을 개관하는 것만으로도,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회사의 특성에 맞는 주가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선택해서 산출할 경우, 위에서 지적한 단점이 증폭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회사에 적합하

다고 생각되는 복수의 산정방식을 적절한 비율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近藤光男, supra note 355,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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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합병등 대가가 유연화 되어서 주주총회 다수결에 의해 소수주주에게 

금전을 교부해서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 

법은 교부금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그 중 적지 않은 주(州)의 판례가 정

당한 경영목적(Legitimate business purpose) 없이 소수주주축출만을 유일

한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합병은 금지‧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

다.431) 일본에서도 교부금합병에 위와 같은 제약을 인정해야 할지에 대

한 논의가 있다.432)

학설은 회사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소수주주로부터 빼앗는 것

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축출에는 어떤 정당한 사업목적이 필요하다고 하

는 견해도 유력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업목적을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법적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433)

2)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총회의결권 남용으로 보는 견해  

소수주주축출 후에는 지배주주만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

에, 지배주주는 축출 결의(합병의 승인 또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전

부의 취득 결의)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축출 결의가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주주의 결

의권 행사에 의해 성립한 경우,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되

431) 교부금합병에 정당한 경영목적을 요구한 주요 판결은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Matteson v. 

Ziebarth, 40 Wash. 2d 286, 242 at 2d 1025 (1952)이다. 현재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의 

판례도 교부금합병에 정당한 경영목적을 요구하고 있다(Alpert v. 28 Williams St. Corp., 63 

N.Y. 2d 557, 473 N.E. 2d 19 (1984). 

432) 江頭憲治郎, supra note 407, 263-265면 참조.

43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결의에 대해서 축출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결의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다. 東京地判平成 22․9․6金判1352号43면 참조; 伊藤　靖史․

大杉　謙一․田中　亘․松井　秀征, supra note 11,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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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해당 결의는 취소될 것(제831조 제1항 제3호)이라는 견해가 있

다.434) 축출에 정당한 사업목적을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가, 이 ‘현저하

게 부당’이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아무런 정당

한 사업목적이 없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교부금합병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

으로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소수주주축출이 폐쇄

형 타입의 회사에서 내분해결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목적이 부당

한 회사행위’로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435) 이 유형은 미국에서 1960년대의 주식 공개 붐 시기에 주식을 공

개한 회사가, 1970년대의 주가하락 시기에 교부금합병(교부금의 산정기

준은 주가하락 시기의 시장주가)을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해 다시 비공

개회사화한 폐쇄기업화(going private)의 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주

식공개에 의해 소수주주에게 기대를 갖게 해놓고서는 그 장기적 투자의 

기대를 빼앗는, 지배회사의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둘째, 소수주주축출이 공개형 타입의 회사 매수 후에 잔존 소수주주

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 그 대가로 소수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적정성의 점은 별도로 하고, 축출 자체는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436) 즉 주식 매수에 의해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지배회사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해 종속회사의 완전

434) 일본은 이해관계 있는 주주라도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되, 이로 인해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해 결의취소의 사유로 하고 있다. 

435) 大塚章男,「スクイーズアウトにおける事業目的基準の有用性」, 筑波ロ-2号(2007), 33면. 폐

쇄형 타입의 회사 주주에게 주식은 단순히 장래 현금흐름(cash flow)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경

영자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이고, 이러한 회사에서는 주주 간에 경영참가에 관한 명시․

묵시적인 약속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東京地判平成22・9・6判タ1334호117면. 

436) 江頭憲治郎, supra note 407, 264면; 三苫裕․殿村桂司=遠藤努,「ゴーイング・プライベート

取引におけるキャッシュ・アウトに関する一試論（下)」, 金判 1406号(2013), 4면. 소수주주축

출은 효율적인 기업인수시장 형성․유지에 필요하고, 공개형 타입 회사의 주주는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 주주 지위를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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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화를 꾀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비공개회사이기 때문에 종속회

사 주주가 축출되는 결과가 되어도 합병결의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37) 왜냐하면 이 경우는 지배회사의 대다

수 주식 매수와 교부금합병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은 서로 독립한 회사 간에 주주 다수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교부금합병

과 동일하므로, 당사회사의 일부 주주의 반대로 그 합병을 실패에 이르

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권리남용으로 보는 견해 

기존회사를 소멸회사, 지배주주만이 주주로 있는 가장회사(paper 

company)를 존속회사로 하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해서 소수주주축출을 하

는 경우에 소수주주를 제도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가장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교부금합병을 하는 

경우에, 목적의 부당성을 이유로 법령위반(권리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견해가 있다.438) 소수주주축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부금합병은 합병 

무효원인으로 된다는 것이다.439) 그러나 교부금합병을 하는 회사에서 합

병이유로 오로지 소수주주 배제를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병에 의해 축출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 보호 문제로서 어떠한 요건

이 갖춰지면 합병 무효원인으로 되는지의 검토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대립하므로, 소

수주주축출을 인정할 필요성․실익의 크기와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비교형

량한 다음에, 일부러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입게 하는 소수주주축출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다수결남용(실질적으로는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440)

437) Brudney & Chirelstein, supra note 19, at 1362-1365. 

438) 江頭憲治郎, supra note 359, 884면. 

439) 江頭 憲治郎 外 5, 会社法大系4[組織再編・会社訴訟・会社非訟・解散・清算](青林書院, 

2008), 57-59면. 



- 155 -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은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대

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해당한

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회사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

제될 수 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해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합병의 소멸회

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병등 대가 

유연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합병대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분회사의 지

분등(그 외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채무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요하

는 것)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소멸회사와 존속회사는 사전공개로서 흡수합병계약의 내용 및 법무성

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기록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주주와 회

사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존속회사는 사후공개로서 흡수합병

에 의해 존속회사가 승계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기타 흡수합병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기록한 서면 등을 작성하여 본

점에 비치해두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교부금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제정 회사법에서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를 하여 교부금합병을 허

용하는 대신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

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른 시너지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병등 대가 유연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440) 森本滋,　「会社法の下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商事法務 1825号(2008), 7-10면; 高橋英治,　

「ドイツ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民商 138巻 2号(2008), 229-230면; 江頭憲治郎 編, 

supra note 356,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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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합병대가등

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분회사의 지분등(그 외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

에 채무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총 주

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소수주주는 합병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

다. 소수주주는 사전공개․사후공개 불이행,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등

을 이유로 합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보

통의 합병을 전제로 마련된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있었을 뿐, 소수주주축

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제정 회사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하여 소수주주축

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가 합병시너지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

고, 합병대가로서 지분회사의 지분등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

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을 억제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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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에 

대한 고찰 

제1절 서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방식

이, 영국은 공개매수 후 강제매수 방식이, 독일은 주요주주의 주식강제

취득 방식이 발달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영국, 독일의 주요한 소수주주

축출 방식이 각기 다르게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국가는 모두 선진

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미국과 영국은 같은 Common Law 국가이

고 회사의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각기 다른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서는 각

국의 주요한 소수주주축출 방식, 즉 미국의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

주축출 방식, 영국의 공개매수 강제매수 방식,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

강제취득 방식이 형성된 이유를 고찰해본다. 

제2절 미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Ⅰ. 서설

델라웨어주, 뉴욕주 등의 법률은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축출권을 명

시적으로 주지 않았으나, 지배주주는 합병에서 현금대가 지급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하게 되었다.441) 주의회가 합병대가로 

441) Del. Code Ann. tit. 8, §251(b)(4)(1974).



- 158 -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교부금합병 조항을 도입했을 때, 

입법자는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기 위해서 교부금합병 조항을 도입한 것

은 아니었고, 법원도 교부금합병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면 이의

를 제기하는 주주의 편을 들어줬다. 이후 더 많은 주의회가 교부금합병 

조항을 도입하였고, 뉴욕 주 법원과 델라웨어 주 법원은 이들 조항이 교

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에 관하여 고찰

한다.

Ⅱ. 교부금합병 조항 도입과 입법자의 의도  

1. 서설 

초기의 합병조항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

만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442) 법이 합병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443) 지배주주는 합병대가로 현금을 지급해

서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입법자는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교부금합병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에서 법으로 합병대가

의 현금지급을 허용한 것일까? 이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

다. 

2. 당시 법원의 태도 

일부 학자들은 소수주주들은 합병대가로 주식이나 사채 지급을 허용

한 이전의 합병 조항에 따라서도 축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법자

442) Coyne v. Park & Tilford Distillers Corp., 38 Del. Ch. 514, 517, 154 A.2d 893, 895 

(1959). 

443) Weiss, “The Law of Take Out Mergers:A Historical Perspective”, 56 N.Y.U.L. Rev. 

624,625 n.3 (1981), at 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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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교부금합병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였다

고 주장했다.444) 예를 들어 합병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면서, 너무나 불공

정하게 주식을 지급하여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다. 합병대가로 사채를 지급하면서, 단기사채(short-term debt 

instruments)를 지급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례들

이 존재했고 법원이 이들을 인정했다면, 교부금합병 조항의 제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할 목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소수주주

축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유형의 소수주주축출이 일부 발생하

였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

다. 그 예로 불공정한 주식 대가를 지급한 Jones v. Missouri-Edison 

Electric Co.445) 사건, 합병대가로 상환우선주(callable preferred stock)를 

지급한 Outwater v. Public Service Corp.446) 사건이 있다. 

요컨대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 이전의 당시 판례들을 보면, 법원이 합

병대가로 불공정한 주식 대가를 지급하거나 단기사채나 상환주식을 지급

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 

최초의 교부금합병 조항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플로리다주가 

1925년에 일반회사법을 개정해서 “합병 또는 합동 계약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 대신에, 전부든 일부든, ‘현금’이나 증서(notes) 또는 채

권(bonds)을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했다.447) 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오

444) Fillman, “Cash and Property as Considerations in a Merger or Consolidation”, 62 

Nw. U.L. Rev. 837 (1968), at 852-53. 

445) 144 F. 765 (8th Cir. 1906). 

446) 103 N.J. Eq. 461, 143 A. 729 (Ch. 1928), aff’d per curiam, 104 N.J. Eq. 490, 146 

A.916 (N.J. 1929). 

447) Act of June 1, 1925, ch. 10096, § 36, 1925 Fla. Laws 134 (Fla. Stat. A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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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오주가 1931년경까지 회사법에 유사한 조항을 만들었고,448) 루이지

애나주가 합병에서 허용되는 대가의 종류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

나 다른 대가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었다.449) 이 

조항들이 소수주주축출 목적의 교부금합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들은 회사의 주주 전부나 대다수가 그들의 주식과 현금을 

교환하려고 할 때만 현금 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이것이 소수주주축출에 적대적이던 법원의 전통적인 입장과 일치하

는 해석이다. 

4.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과 입법자의 의도

교부금 합병 조항의 제정은 회사 경영자에게 거래구조를 설계함에 있

어서의 융통성(flexibility)을 더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450) 1920년대에 합병과 자산매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451)

주 법이 합병을 규제해서, 대부분의 합병은 주식을 받고 자산을 매각하

는 방식으로 이뤄졌다.452) 그러나 주식을 받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

술적인 문제들을 야기해서,453) 합병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607.214 (West 1977)).

448) Act of Apr. 1, 1931, Act 255, ch. 1, § 61, 1931 A가. Acts 860 (Stat. Ann. § 64-701 

(1980)); General Corp. Law, ch. 862, § 361, 1931 Cal. Stats. 1809; General Corp. Act 

§§8623-8667, 1927 Ohio Laws 35. 

449) Act of July 28, 1928, Act 250, §48, 1928 La. Acts 446 (La. Rev. Stat. Ann. 

§112(C)(West 1970)). 

450) Ballantine, supra note 78; Ballantine, supra note 457; 만약 교부금합병 조항이 소수주주

축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후 법원이 소수주주축출 거래를 무효로 판결한 

것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g., In re San Joaquin Light & Power Corp., 52 Cal. 

App. 2d 814, 127 P.2d 29 (1942).  

451) 자산매각에서 회사가 자산을 매수회사의 주식과 교환으로 매수회사에게 매도하고, 스스로 

해산하면서 받은 주식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면 합병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arney, supra note 36, at 86-94. 

452) 어떤 주들은 유사한 사업 분야의 회사들 간의 합병만을 허용하였고, 어떤 주들은 국내 회사

들 간의 합병만을 허용하였다. Comment, Statutory Merger and Consolidation of 

Corporations, 45 Yale L.J. 105 (1935), at 109-110. 

453) 매도회사가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두 회사의 이사회가 바랐던 방식대로 매도회

사의 주주들에게 매수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은 어려웠다. George S.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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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454)

경영자에게 융통성을 더 주기 위해서 교부금합병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관련 문헌과 주석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더구나 관련 문

헌에서는 이들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의 확립된 태

도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플로리다주 법은 Uniform Business Corporation Act의 초안을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455) Uniform State Laws의 위원들은 합병 섹션에는 주석

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자산 전체 매각을 허용하는 섹션에서 ‘이 

섹션은 소수주주를 기만하기 위한 자산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456) 법원은 계속 소수주주축출을 기만행위

로 봐왔고, 위원들이 자산매각에서 기만행위를 금지하면서 새로운 합병 

조항에서 기만행위를 허용할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합병 조항을 소

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던 것은 위원들이 그

렇게 이용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관한 문헌은 더 광범위하다. 변호사이자 교수인 

Henry Ballantine과 Graham Sterling은 법의 주요 입안자였고, 법 개정을 

설명하는 여러 글을 썼다.457) Ballantine와 Sterling의 글을 보면 그들이 

교부금합병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글에서 회사를 해산할 권한을 ‘특정 소수주주를 축

출할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다는, 널리 인정받는 원칙을 인용했다.458)

“Consolidation of Corporations by Sale of Assets and Distribution of Shares”, 19 Calif. 

L. Rev. 349 (1931), at 355-57.

454) 합병은 대가의 분배를 합병 계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매각 대신에 교부금합병

을 이용하면 자산 소유권이 존속회사에게 넘어가지만 양도세 납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Darrell, “The Use of Reorganization Techniques in Corporate Acquisitions”, 70 Harv. 

L. Rev. 1183 (1957). 

455)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Proceedings, Han

dbook (1928).

456) Unifrom Business Corporation Act § 37, reprinted in Handbook, at 399. 

457) Ballantine, supra note 78; Ballantine, “Changes in the California Corporation Laws”, 

17 Calif. L. Rev. 529 (1929); Sterling, “The New General Corporation Law of 

California”, 7 L.A.B.A. Bull. 15 (1931). 

458) H. Ballantine & G. Sterling, California Corporation Law 294 (1938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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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합병 반대주주의 유일한 구

제수단으로 했을지라도, 법원은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보

고 ‘합병을 가장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만약 합병이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소수주주에게 구제

수단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459) 그들은 소수주주축출 합병이 이 ‘합병

을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을 것이다. 

요컨대 최초의 교부금합병 조항은 합병의 구조 설계에서의 융통성을 

더 주기 위해서, 특히 자산매각 형식을 이용한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서 현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는 보는 것이 

관련 문헌들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한다. 교부금합병 조항의 입안자들이 

이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상당한 양의 자료들은 입안자들이 소수주주축출은 일반적

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460)

   

Ⅲ.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소수주주축출 합법화   

1.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 

주의회가 회사법을 개정해 모든 합병에서 현금대가를 허용한 후에야 

소수주주축출에 적대적이던 법원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뉴욕주는 

1949년 약식합병을 모든 회사에게 확대적용했고,461) 1961년 교부금 정식

합병을 허용했다.462) 1957년 델라웨어주는 약식합병 조항을 만들었고463)

459) Ballantine & Sterling, “Upsetting Mergers and Consolidations: Alternative Remedie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California”, 27 Calif. L. Rev. 644, at 667 (1939). 

460) Weiss, supra note 443, at 641. 

461) Act of Apr. 22, 1949, ch. 762, § 1(1), 1949 N.Y. Laws 1707 (N.Y. Bus. Corp. Law 

§901(a)(1)(McKinney 1963)); Memorandum for the Governor Re: Bill No. 2349 Int. No. 

2205, at 2. 

462) N.Y. Bus. Corp. Law § 902(a)(3) (McKinney 1963); Act of Apr. 24, 1962, ch. 834, § 

61, 1962 N.Y. Laws 3594. 

463) Act of June 5, 1957, ch. 121, § 253(a), 51 Del. Law 186 (1957)(Del. Code Ann. tit. 



- 163 -

1967년 정식합병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대가의 종류에 현금을 추가했

다.464) 뉴저지주는 1968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교부금 정식합병과 교

부금 약식합병 조항을 만들었다.465) 모범회사법은 1960년에 교부금 약식

합병 조항을 만들었고,466) 1969년에 교부금 정식합병 조항을 만들었

다.467)

2. 확대입법의 의도

입법자는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교부금합병 조항이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으

로 해석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468) 이전에 도입된 교부금합병 조항의 

경우와 같이, 입법자의 의도는 회사 경영자에게 기업결합을 하는데 있어

서의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3.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법원의 태도 변화  

(1) 서설 

이들 입법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현금을 교부해도 된다는 생각이 즉

8, § 253(a) (1974)).

464) General Corporation Law, ch. 50, § 251(b)(4), 56 Del. Laws 206(1967)(Del. Code 

Ann. tit. 8, §251(b)(4)(1974)); E.Folk, The Delware General Corporation Law 324 

(1972). 

465) 14A N.J. Stat. Ann. §§ 10-1(2)(c), 10-5(1)(West 1969). 

466)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68A (1960 version).

467)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71. 

468) Weiss, supra note 443, at 641; Brudney,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Distributions and Reorganizations”, 71 Calif. L. Rev. 1072, 1097 n.69 (1983); 

경영자에게 더 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합병에서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뉴욕 

주법의 초안자는, 그것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Robinson, “Elimin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61 N.C.L. Rev. 515, at 51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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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 생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뉴

욕주의 Beloff 사건 및 델라웨어주의 Coyne 사건 판결을 계기로 해서이

다.469) 법원은 교부금합병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하기 시작했다.470)

(2) Beloff 판결 

Beloff v. Consolidated Edison Co. of New York471)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Consolidated Edison Co. of New York(Y회사)는 이 사건 약

식합병을 하기 10년 전부터 Brooklyn Edison Co.(소외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약 99.6%를 보유하고 있었다. 1945년 7월 31일, Y회사는 뉴욕 

주식회사법 제85조의 약식합병에 따라 A회사의 소수주주에게 합병대가

로 1주당 135달러를 교부하는 내용의 약식합병을 했다. A회사의 소수주

주 중, 합병대가의 가액에 불만을 품은 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

만, 이 회사 주식 소량을 보유한 Beloff(X)는 합병대가로 135달러를 받지 

않고,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약식합병이 위법하다고 주

장해서 약식합병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심 및 원심법원이 소를 기

각했기 때문에, X는 뉴욕주식회사법 제85조의 약식합병이 헌법에 위반된

다고 하며 상소했다.  

법원은 제정법에 따라 적정하게 합병이 수행된 때는 반대주주에게 인

정되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주식매수청구이고, 반대주주는 그것에 따라 

469)  柴田和史, 「合併法理の再構成(4) -吸収合併における合併対価の検討-」, 法学協会雑誌

(1988), 929면. 

470) Stauffer v. Standard Brands, Inc., 41 Del. Ch. 7, 9, 187 A.2d 78, 80 (1962); David J. 

Greene & Co. v. Schenley Indus. Inc., 281 A.2d 30, 35 (Del. Ch. 1971); Wilcox v. 

Stern, 18 N.Y.2d 195, 201-02, 219 N.E.2d 401, 404, 273 N.Y.S.2d 38, 43 (1966); 법원

의 태도 변화는 뉴욕주에서도 나타났다. 뉴욕 주 판례인 Willcox v. Stern, 18 N.Y.2d 195, 

219 N.E.2d 401(1966)에서 법원은 뉴욕주법이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할 수 있는 교부금

(cash payout)을 규정했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축출 약식합병을 인정했다. Id. at 201, 219 

N.E.2d at 404. 

471) 300 N.Y. 1, 87 N.E. 2d 56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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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권리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X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472)

법원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것을 받는 것이 유일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소

멸회사의 주주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계속 남을 권리도, 합병에 따른 존

속회사의 주주가 되어 존속회사가 장래 획득하는 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권리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X의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

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존의 미국의 합병대가에 관한 사고

방식과 비교했을 때 큰 발전이다. 

(3) Coyne 판결

Coyne. v. Park & Tilford Distillers Corp.473) 사건은 델라웨어주 회사

법 제253조의 약식합병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다.474)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Schenley Industries Inc.(Y2회

사)는 Park&Tilford Distillers(Y1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96%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8년 3월, Y2회사의 이사회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의 

약식합병에 따라 Y1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이사

회는 Y1회사의 소수주주에게 Y1회사 주식 1주에 대해 43달러를 합병대

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Y1회사의 소수주주인 Coyne(X)는 주

주를 회사로부터 축출하는 것은 확립된 법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제253조

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약식합병의 금지 및 약식합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심법원이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X가 상소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475) 1941년에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1

472) 300 N.Y. 1, 87 N.E. 2d 561 (1949).

473) 38 Del. Ch. 514, 154 A. 2d 893 (1959). 

474) Id. at 515-16, 154 A.2d at 894. 

475) 38 Del. Ch. 514, 154 A. 2d 89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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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개정되어, 합병의 때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에 따라, 소멸회사

의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상의 이익은 합병의 때에 단기사채가 교부됨으

로써 소멸한다. 따라서 법원은 델라웨어주법이 합병의 때에 주주를 기업

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X의 주장은, 위 개

정에 따라 거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476)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약식합병에서 합병대

가로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합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477)

(4) Stauffer 판결

소수주주는 Stauffer v. Standard Brands, Inc.478) 사건에서 소수주주축

출 약식합병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주주가 합병조건

에 불만이 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식합병 조항(제253조)에 의한 합병이 문제된 사안에서, 소수주주가 

합병을 무효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사기(fraud)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다. 이는 위 조항의 목적이 바로 모회사에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479)’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입법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약식합병 조항

은 모자회사 간의 합병을 간소화해서 경영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

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uffer 판결 이후로 제253조는 교

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시각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480)

476) Id. at 519, 154 A.2d at 895-896. 

477) 柴田和史, supra note 469, 935면. 

478) 41 Del. Ch. 7, 187 A.2d 78 (Del. 1962). 

479) Id. at 10-11, 187 A.2d at 80. 

480) Carl Marks & Co.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233 A.2d 63, 64 (De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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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henley 판결

David J. Greene & Co. v. Schenley Industries, Inc.,481) 사건에서 델라

웨어 주 법원은 약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뿐만 아니라 정식합병

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도 허용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지배주주가 

84%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합병대가로 채무증서나 현금

을 받게 되었다.482) 법원은 합병에 대한 소를 기각하면서, 반대주주는 주

식매수청구권만 가진다고 판시했다.483)

(6) 소결

Coyne, Stauffer, Schenley 사건에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은, 법조

항의 요건을 준수한 합병은 금지되어서는 안 되고,484) 교부금합병을 이

용한 소수주주축출도 교부금합병 조항의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면 금지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는 한 적절

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485)  

이렇게 미국에서는 교부금합병 조항의 제정 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가 갖고 있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다른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하는 법리가 확립되었다.486) 미국에

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허용되게 된 것은 주식의 경제

481) 281 A.2d 30 (Del. Ch. 1971). 

482) Id. at 31-32. 

483) 법원은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Stauffer 판결을 인용하였다. 281. A.2d at 35. 

484) 24 Del. Ch. at 330-331, 11 A.2d at 337.

485) David J. Greene & Co. v. Schenley Indus., Inc., 281 A.2d 30, 36 (Del. 1971); 

Stauffer v. Standard Brands, Inc., 41 Del. Ch. 7, 10-11, 187 A.2d 78, 80 (Del. 1962); 

Coyne v. Park & Tilford Distillers Corp., 38 Del. Ch. 514, 520, 154 A.2d 893, 897 

(Del. 1959).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축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이 있다. 

Vorenberg, “Exclusiveness of the Dissenting Stockholder's Appraisal Right”, 77 Harv. 

L. Rev. 1189, 1195-97 (1964), at 1200-1205

486) 柴田和史, supra note 469, 9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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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는 다른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해주면 된다는 미국 법원

의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영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Ⅰ. 서설 

대상회사 주식 전부 취득을 목표로 한 공개매수의 결과 주식 전부 취

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국가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중에서 영국의 강제매수 소수

주주축출 방식이 공개매수와 연동되어 있다. 영국은 어떻게 해서 공개매

수와 연동된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게 된 것일까. 이하에서

는 영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의 형성 과정에 관하여 고찰한다.487)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 1920년대 기업결합

제1차 대전 후 영국은 극심한 물가하락으로, 1921년에 실업률이 상승

하고 기업의 생산능력이 과잉되었다. 이러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쟁

을 제한하고 제품가격을 안정시키며 과잉된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한 기업결합이 많이 이뤄졌다. 이 시기의 기업결합은 동종의 사

업을 영위하는 여러 주식회사가 동일한 지주회사의 산하에 들어가는 방

식으로 이뤄졌다.488) 이 때 산하에 들어가는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로 

487) 北村雅史, supra note 406, 21면; 龍田節,　「イギリスにおけるテークオーバー・ビッド」,　

インベストメント 22巻 5号(1969), 2면, 28~31면; 中東正文, supra note 28, 信山社(1999), 

413면 이하; 北村雅史,「イギリスの企業結合形成過程に関する規制」,　森本滋編, 企業結合法の

総合的研究(商事法務, 2009), 189면, 19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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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

다.489)

2. 1929년 회사법의 강제매수 도입  

(1) 소수주주 무임승차전략의 공개매수 억제 

자본시장에서 기업인수 위협은 경영자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의 시장가치가 다른 경영자가 경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장가치 이

하로 떨어지면, 그 회사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인수자가 기업인수를 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인수 위협은 경

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을 규제하게 된다. 

주식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주주의 무임승차전략(free-riding 

strategies)이 공개매수를 막아 기업인수를 억제할 수 있다.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자신이 공개매수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청약에 응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자신은 청약

에 거절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청약에 거절하면 소수주주는 공개매수 후 

회사의 실적향상에 따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주주는 

인수자가 회사의 경영을 변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식가격이 오르는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주주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공개매수는 실패하게 된다.490)

488) B. Cheffins, “Mergers and the Evolution of Patterns of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The British Experience”, 46 Business History 256 (2004), at 260; A. D. 

Chandler, “The Growth of the Transnational Industrial Fir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 Comparative Analysis”, 33 Economic History Review 396 

(1980), at 404. 

489)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기업결합을 한 이유는, 당시 영국 회사법에는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浜田道代, 「国際的な株式公開買付けを巡る法的問題」, 

証券研究 102号(1992), 73면, 76-77면. 

490) GROSSMAN, S. J. and HART, 0. D., 1980, “Takeover Bids, the Free-Rider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Corpor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1, No. 1 (1980),

at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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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기업인수에 따르는 이익에서 

배제시키고 그 이익을 인수자에게 주어, 인수자가 비용을 들이면서 경영

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주식강제매수(compulsory acquisition of shares)이다. 

(2) 그린 위원회(Greene Committee)의 권고491)

그린 위원회는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대상회사의 전체 주식의 취득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상회사의 주

식을 극히 소량 가진 주주가 응모한 다른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

내려고 응모를 유보하거나, 무관심해서 응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주식 전부 취득을 목표로 한 공개매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 봤다.492) 보고서는 이를 ‘소수파의 다수파 압박(oppr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493) 주식의 강제취득 제도의 도입

을 권고했다.494) 그린위원회 보고서는 1920년대 영국에 갑자기 일어난 

기업결합 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있다.495)

(3) 1929년 회사법 

그린 위원회(Greene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소

수주주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도입한 1929

년 회사법(Companies Act 1929)이 시행되었다. 동법 제155조에 따르면, 

어느 회사(매수회사)가 다른 회사(매도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공개매수 

491) Report of the Greene Committee, 1926 Cmd. 6659. 

492) DAVIES, P. L., The Regulation of Takeovers and Mergers (Sweet and Maxwell, 

197).

493) Green Report, para. 84.

494) Green Report, para. 85 Ⅲ. 

495) A. Johnston, “Takeover Regulation: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City Code”, 66 Cambridge L. J. 422 (2007), at 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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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고부터 4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의 90% 이상(액면 기준)에 해당

하는 주주의 응모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매수 청약으로부터 4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대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을 매입한다고 통지할 수 있

다. 반대주주는 양수회사로부터 통지를 받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90% 이상

의 주주의 응모를 받은 공개매수 청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취득할 의무를 진다(제1항). 

3. 1948년 회사법

주식 강제취득에 관한 규정은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1948)496)

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강제취득 요건인 대상주식 주주의 응모 

비율(90% 이상)의 산정에서, 매수회사가 공개매수 청약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분모에도 분자에도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

다(제209조 제1항).  

1948년 회사법은 매수회사에게 잔여주식을 강제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준 것에 대응해서, 공개매수 청약에 응모하지 않은 주주에게 매수청

구권을 주었다. 매수회사의 공개매수 청약에 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응모한 경우, 매수회사는 반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

며, 그 통지를 받은 반대주주는 다른 주주가 응모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매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209조 제

2항). 이전에는 9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응모가 있었던 경우에도 반대

주주가 소수주주로서 회사에 남겨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제도 결함

이라고 봐서 반대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497)

496) 酒巻俊雄․早川勲, supra note 247, 11면. 

497) Cohen Report, para. 141. 



- 172 -

4. 젠킨스 위원회의 보고서

1953년 영국 최초의 적대적 기업인수가 있었다.498) 이와 같은 기업인

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1962년에 젠킨스 위원회의 보고서499)가 공표되

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식 강제취

득 제도에 관해 검토를 하였다.

첫째 매수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주식 강제취득을 인정해

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젠킨스 위원회 보고서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했다. 그 이유로 주식 강제취득 제도가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촉진

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500)

둘째 주식 강제취득의 전제로 되어 있는 공개매수 청약은, 주식 전부

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

각되어 왔지만, 조문상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으로 규정해

야 한다고 했다.501)

셋째 90%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의 응모를 받은 경우라도, 응모한 주

주의 매수회사로부터의 독립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강제취득

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수회사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도, 응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02)

5.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개정

주식강제취득제도가 크게 변경된 것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503)에 의

해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이 개정된 때이다. 개정의 대부분

498) Cheffins, supra note 488, at 272. 

499) Report of the Jenkins Committee, 1962 Cmnd. 1749 (이하 ‘Jenkins Report’라고 한다).

500) Jenkins Report, para. 283. 

501) Jenkins Report, para. 283. 

502) Jenkins Report, para. 291.

503) Financial Service Act 1986, s.172, Sc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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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젠킨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504)

첫째 주식강제 취득의 전제가 되는 공개매수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

어, 대상회사의 전체 주식(매수자의 기보유분을 제외)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대가)의 취득 청약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제428조 제1항). 

둘째 강제취득 제도의 이용주체에 관해서 이전에는 회사이어야 한다

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에 의해 개인․조합․신탁 등도 강제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제428조 제8항). 젠킨스 보고서는 강제취득제도의 이

용주체를 개인으로까지 넓히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이 점에 관해서 개정

법은 보고서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셋째 개정 전에는 강제취득 요건인 공개매수의 응모비율(90% 이상) 

산정에서, 매수자 및 그 자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은 

분모․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개정법은 여기에 더해서 

매수자의 관계자(associates)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응모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제430E조 제1항). 관계자는, 매수자의 모회사․자회

사․형제회사, 매수자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매수자와 

공동해서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합의한 자 등이다(동조 제4항). 

6. 2006년 회사법

영국에서는 1998년 이후 회사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

되었다. 그 준비 작업으로 2000년 11월에 공표된 보고서505)에서 주식강

제취득 제도의 몇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이 조회되었다. 이 의견들을 검토

한 결과가 최종보고서506)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나타난 주식강제취득 제

504) Frank Wooldridge, “Compulsory Acquisition of Shares on Takeovers”, 1986 J.B.L. 

300; D.L. Morgan, “Compulsory Acquisition of Shares”, 1988 J.B.L. 486. 

505)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leting the Structure (Nov. 2000) (이하 ‘Completing the Structure’라고 한

다). 

506)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Final Report (Jul. 2001) (이하 ‘Final Repor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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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강제취득 인정 요건에 관해서, 현행대로 공개매수 청약에 

의해서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잔존주식의 강제취득을 인정할

지, 공매개수 청약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도 강제취득을 인정할지

에 관해서 의견조회가 되었다.507) 공개매수 청약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할 경우, 강제취득의 대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회되었다.508)

이 점에 대한 의견은 거의 반으로 나뉘었다.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배주주는 자신

이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통해 강

제취득의 대가액을 조작할 수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현행 강제취

득의 대가 결정방법(공개매수에서의 매수가격을 강제취득의 대가로 한

다)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강제취득 제도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은 강제취득의 대가 산정방법으로서 주주가 선임한 독립된 전문가나 

회계감사인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강제취득 대가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509)

이 의견들의 검토 결과, 최종보고서는 주식강제취득 제도를 공개매수 

청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식강

제취득은 잔존주주의 재산권 침해이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진 예외

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현행

법이 정한 공개매수 청약에 의해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라

고 했다.510)

둘째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응모라는 

요건에 대해서, 이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되었다.511) 다

507) 독일처럼 공개매수 청약에 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는 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권한을 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508) Completing the Structure, para. 11. 38 and Question 11. 15. 

509) Final Report Ⅰ, para. 13. 21.

510) Final Report Ⅰ, para. 13. 22.

511) Completing the Structure, Question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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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은 현행 비율은 적절하다고 했지만,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매

수자의 기보유분을 포함) 취득 및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50% 이상

을 보유하는 주주의 응모라는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

었다. 소수의견은 공개매수 청약 전에 매수자가 대상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주식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의 응모를 

얻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512)

최종보고서는 현행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소수의견처럼 매수

자가 공개매수 청약 전에 대상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

여주식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의 응모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은 인정하면서, 그 경우에는 매수자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그만큼 

크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제취득의 요건을 사실상 엄격하게 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513)

이와 같이 주식강제취득 제도에 관한 개정은 되지 않고, 2006년 회사

법 제974조 이하에, 1985년 회사법(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개정 후

의 것)에서와 같은 강제매수 조항이 남아있다.

제4절 독일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Ⅰ. 서설 

2001년 성립된 공개매수․기업인수규제에관한법률514)은, 유가증권취득․

인수법(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을 제정하고,515) 증권거

512) Final Report Ⅰ, para. 13. 23.

513) Final Report Ⅰ, para. 13. 23.

514) Gesetz zur Regelung von öffentlichen Angeboten zum Erwerb von Wertpapieren und 

von Unternehmensübernahmen vom 20. 12. 2001. BGB1. I S. 3822; 早川勝, 「ドイツ株

式公開買付規制の新展開-ドイツ有価証券取得および買収に関する法律の制定-」, 同志社法学

286号(2002), 344면, 池田良一, 「ドイツ企業買収法の導入とＥＵ企業買収指令合意に向けての

再スタート」, 国際商事法務 30巻 9号(2002), 1197면 참조.   

515) 佐藤文彦, 「ドイツ有価証券取得及び支配獲得法(WpUG)と敵対的企業買収における将来の局外



- 176 -

래법, 투자회사법, 주식법 등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2001년 주식법

(Aktiengesetz)의 제327a조 내지 제327f조에 소수주주축출제도(Ausschluss 

von Minderheitsaktionären)가 도입되었다.516)

독일에서는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를 들어 독일 변호사회 상법위원회는 1999년 공표한 의견서에서 소수

주주축출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제안을 했다.517) 소수주주축출에 대

해 EU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유럽 콘체른법 포럼이 1998년 공표한 ‘유

럽․콘체른법’은 EU지침에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

다.518) 이러한 목소리에 응해서 정부도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창설을 위

한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 초안 이유서에 따르면 소수주주 축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519)

첫째 경제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필요성을 주

장했다. 주식회사에서 보유주식 비율이 매우 낮은 소수주주를 잔존시키

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없다. 이러한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강행

법규인 소수주주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 실무상 보

유주식 비율이 매우 낮은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남용해서 다수주주의 기

업경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이용해서 회사재편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게 된다.

둘째 EU 가맹국 대부분은 소수주주축출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유가증권취득․인수법에 의해 의무적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자는, 

株主の利益保護」, 独協法学 58号(2002), 69면 참조. 

516) Holger Fleischer, “Das neue Recht des Squeeze out”, 31 Zeits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757, 766-767 (2002); Friedrich Kübler & Heinz-Dieter 

Assmann, Gesellschaftsrecht, 439-442 (6. Aufl., C.F.Müller, 2006). 

517) Stellungnahme des Handelsrechtsausschusses des Deutschen Anwaltsvereins e. V. 

zur Ergänzung des AktG durch einen Titel “Aktienerwerb durch den Hauptaktionär”, 

1999.

518) Forum Europaem Konzernrecht, Konzernrecht für Europa, ZGR 1998, 672, 732-739; 

早川勝, 「ヨーロッパ・コンツェルン法(1)(2)(3․완)-ヨーロッパ・コンツェルン法フォーラム―」, 

同志社法学(2002-2003), 284号 195면, 286号 401면, 294号 351면. 

519) BT-Drucks. 14/3034, S. 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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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자에게 

유일한 주식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소수주주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기업인수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2000년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95%이

상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소수주주축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을 제안했다.520) 이후 공개매수․기업인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작업의 일

환으로, 소수주주축출 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

다. 2000년 6월에는 공개매수․기업인수규제에관한법률에 대해, 연방재무

부의 시안이 공표되었고,521) 2001년 3월에는 참사관 초안,522) 같은 해 6

월에는 정부 초안이 공표되었다.523) 이것이 같은 해 11월 가결성립되어 

다음날 공포된 것이다. 소수주주축출 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법 개정을 

포함한 동법의 규정의 대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수주

주축출 제도는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524)

이하에서는 주식법상의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시안, 참사관초안, 정부초안, 제정법을 살펴본다.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 주식공개매수시안

520) Die Empfehlungen der Expertenkommission "Unternehmensübernahmen" vom 17. Mai 

2000, Eckpunkte eines Künftigen Übernahmegesetzes, abgedruckt in Fleischer/Kalss, 

Das neue 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 2002, S.236. 

521) Diskussionsentwurf: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von 

Unternehemnsübernahmen, abgedruckt in Fleischer/Kalss, a.a.O.(Fn. 29), S. 237. 

522) Referentenentwurf: Entwurf eines Gesetz zur Regelung von öffentlichen Angeboten 

zum Erwerb von Wertpapieren und von Unternehmensübernahmen, abgedruckt in 

Fleischer/Kalss, a.a.O. (Fn. 29), S. 374. 

523)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 zur Regelung von 

öffentlichen Angeboten zum Erwerb von Wertpapieren und von 

Unternehmensübernahmen, BT-Drucks. 14/7034. 

524) Markwardt, Squeeze-out: Anfechtungsrisiken in "Missbrauchsfällen", BB 2004, 277, 

277 F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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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9일에 공표된 독일재무부의 주식공개매수시안이 소수주

주축출 제도의 시안이다.525) 이 시안은 주식법을 개정해 회사 지분의 

95%를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금전보상을 하고 소수주주를 회사로부터 축

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는 경제계의 요구이

다.526)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는 주요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총회는 상당한 금전보상을 해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주요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양도결의의 

등기와 동시에 소수주주의 주식은 주요주주에게 법률상 이전한다. 주요

주주는 결의 당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그 액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의취소사유로는 되지 않고, 소수주주는 법원

이 심사절차에서 심사하여 그 액을 결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참사관초안

시안은 의견조회가 되어, 법무부는 이를 기초로 2001년 3월 12일 참

사관초안을 공표했다.527) 참사관초안은 시안의 내용이 거의 반영되었지

만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수정된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받은 부분은 대

가액 결정방법이다. 참사관초안은 주요주주가 공개매수 청약에 따라 

95% 기준을 달성하고 최소 90%의 주주가 응모한 경우에, 공개매수 청약

525) Diskussions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von Unternehemensübernahmen vo

m 29. 6. 2000;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NZG2000, S. 844f; Rühland, Die Abfin

dung von aus der Aktiengesellschaft ausgeshlossenen Minderheitsaktionären-Ein Diskus

sionsbeitrag zum Entwurf eines Übernahmegesetzes vo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

en vom 29. 6. 2000, WM2000, 1884f.; Vetter, Squeeze-out in Deutschland-Anmerkung

en zum Diskussionsentwurf eines gesetzlichen Ausschlusses von Minderheitesaktionäre

n, ZIP 2000,1817f.

526)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gründung vom Diskussionsentwurf. 75f. 

527) www. rws. de; Ehricke/Roth, Squeeze-out im geplanten deutschen Übernahmerecht, 

DStR 2001, 1120f.; Rühland, Der squeezeout nach dem RefE zum 

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vom 12. 3. 2001, NZG 2001, 7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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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된 대가가 강제매수의 대가로 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법

원의 사후 심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528) 즉 시안은 주요주주가 보상액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관초안은 공개매수의 경우 

위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529)

참사관초안 이유서는 위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요주

주가 원칙적으로 대상액을 결정하나, 공개매수 청약의 대상이 된 주주의 

90%가 응모한 때는 시장가격(marktgerechten Preis)과 소수주주의 이익

도 고려된 것이므로 사후적 심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530) 그러나 이

유서와 같이 시장이 적절한 보상액을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만,531)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

개매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소수자의 이익을 반영하

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사관초안에 따르면 공개

매수의 경우 소수주주는 축출에 대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532)

3. 정부초안 

정부초안533)은 참사관초안이 공표되고 3개월 후인 7월 11일 연방내각

의 승인을 얻어 공표되었다. 정부초안은 주요주주의 현금대가 지급을 확

528) 참사관초안 제327조f 제3항.  

529) 참사관초안 제327조b 제1항 2문). 

530) Begründung zu § 327 b, S. 182. 

531) krieger, Squeeze-Out nach neuem Recht: Überblick und Zweifelsfragen, BB 2002, 

57. 

532) Thaeter/Barth, RefE eines Wertpapiererwerbs-und Üebernahmegesetzes, NZG 2001, 

550. 

533)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von öffentlichen Angeboten zum Erwerb von 

Wertpapieren und von Übernahmen, www. bundesfinanzministerium.de=ZIP 2001, 1262f. 

정부초안에 대해, Möller/Potzsch, Das neue Übernahmerecht-Der Regierungsentwurf vom 

11. Juli 2001, ZIP 2001, 1261f.; Habersack, Der Finanzplatz und die Rechte der 

Aktionäre-Bemerkungen zur bevorstehenden Einführung des "Squeeze Out", ZIP 2001, 

12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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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 주요주주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금융

기관이 총회소집 전에 보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참사관초안의 공개매수 청약의 경우의 대가액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사관초안을 계승하되, 공개매수 청약에 제공된 대가를 강

제매수의 대가로 되게 한 것을, 상당한 현금대가로 추정되게 하는 것으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대가의 심사도 하게 하였다. 

4. 제정법 

연방의회는 참사관초안의 공개매수 청약의 경우의 대가액 결정방법 

규정을 삭제하고, 원래 시안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처럼 주요주주가 대가

액을 정하는 방식만을 인정했다. 그 결과 대가에 대해서는 심사절차에서 

사법심사가 이루어져, 대가가 상당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그 액을 결정

하는 방법으로 되었다(주식법 제327조b 제2항, 제327조f).

제5절 검토

Ⅰ. 서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입법자가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만든 것

이 아니라, 교부금합병 조항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고 법원이 사법심

사로 규율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 영국은 공개매수의 성

공을 저해하는 소수주주의 무임승차전략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존주식을 강제적

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 독일은 경제계가 

주식회사에서 보유주식 비율이 낮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필요성을 제기하

여, 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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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주식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

다. 이처럼 미국, 영국, 독일에서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

유를 고찰해 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의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

이, 주식 소유구조의 차이,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규제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

1.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대부분의 대륙계 유럽 국가에서는 주주가 주식에 대하여 불가침의 물

권(untouchable property rights)을 갖는다고 봐서, 주식강제매수는 물권에 

대한 침해로 봤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소수주주축출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가장 좋

은 소수주주 보호방법은 소수주주축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주식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financial and 

voting rights)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소수주주를 회사에 경제적인 이

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지는 투자자로 봤다. 따라서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적절한 소수주주 보호방법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2. 주식 소유구조의 차이

미국과 영국은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지배주주가 없는 회

사들이 많다.534) 독일과 일본에서 주식 소유구조가 훨씬 더 집중되어 있

534) John Armour, “Who Writes The Rules For Hostile Takeovers, And Why? - The 

Peculiar Divergence Of U.S. And U.K. Takeover Regulation”, 95 Geo. L.J. 1727, at 

1728-1729; Rafael La Porta et al.,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54 J. 

FIN. 471, 497 (1999); Lucian Arye Bebchuk,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 182 -

다.535)

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20% 주식을 보유한 자를 지배권자(controlling 

owners)로 봤을 때, 영국은 주식 소유가 널리 분산된 회사(widely-held 

firms)가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08%였지만, 독일은 주식 소

유가 널리 분산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37%로 가장 낮았다. 가족

이 지배하는 회사(family control)의 경우 정반대였다. 영국은 가족이 지

배하는 회사(family control)가 차지하는 비중이 24.63%로 가장 낮았지만,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

다.536)

다른 실증연구에 의하면, 규모가 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배

(control)의 기준을 20%로 했을 때, 영국은 조사대상 20개 회사 전부가, 

미국은 조사대상 20개 회사 중 16개 회사가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였

다. 반면에 독일은 조사대상 20개 회사 중 50%의 회사만이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였고, 10%의 회사가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 25%의 회사가 

주(州)가 지배하는 회사(State-controlled)였다. 규모가 큰 회사들을 대상

으로 하고 지배의 기준을 10%로 해서 조사한 결과, 영국의 회사들 중 

90%, 미국의 회사들 중 80%가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였다. 반면에 독

일의 회사들 중 35%만 주식 소유가 널리 분산된 회사였고, 10%가 가족

이 지배하는 회사, 30%가 주가 지배하는 회사였다.537)

3.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Power”, 118 Harv. L. Rev. 833, at 848; Rafael La Porta et al., “Law and Finance”, 

106 J. Pol. Econ. 1113, 1147 tbl.7 (1998).

535) Prowse, Stephen,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in Japan”, Journal of 

Finance 47(1992), at 1121-1140; Erik Berglöf, “Reforming corporate governance: 

Redirecting the European agenda”, Economic Policy(1997), at 93-123. 

536) Mara Faccio & Larry H.P. Lang, “The ultimate ownership of western europe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65, Issue 3(2002), at 365–395.

537) Rafael La Porta et al., supra note 534,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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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 영국 간에 기업 지배권 시장(markets for corporate 

control)과 기업인수 활동에 차이가 있다.538) 경영자가 주주에게 충실하도

록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기업 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다. 경영자가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면, 회사가 기업인수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산된 소유구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권 시장이 핵심적이라고 여겨진다.539)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된 회사들이 많은 독일에서는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된 회사들이 많은 미국과 영국에서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 지

배권 시장과 적대적 기업인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주주 보호가 잘 되어 있고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된 미국과 영국에서, 

지배주주는 기업인수로 지배권을 잃어도 손실을 입는다는 두려움을 덜 

느끼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다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결권이 

줄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반면에 주주보호가 취약하고 주식 소유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지배주주는 지배권을 빼앗겨서 소수

주주가 되면 회사지배로 얻는 사익을 잃게 되고,540) 손실도 커서 지배주

주는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지배주주는 지배권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의 지배주주

보다 기업인수를 방어하는데 더 적극적이게 될 것이고, 기업을 인수하려

는 자도 지배주주가 기업인수에 적극 방어하려 한다면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성 때문에 기업인수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541)  

실제로 적대적 기업인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보다 독일에서 훨씬 더 적

538) Marina Martynova & Luc Renneboog, “Mergers and Acquisitions in Europe”,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Finance(Tilburg University and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2006), at 1. 

539) John Armour, supra note 534, at 1728-1729. 

540) 지배주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익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는 “tunneling”, 즉 회

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Ronald J. Gilson & Jeff. N. Gordon, supra
note 179, at 787; 주주 보호가 취약하여 소유구조가 집중된 독일의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회

사 지배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이 미국의 회사에서보다 더 크다. Rafael La Porta et al., supra
note 534. 

541) Marco Ventoruzzo, supra note 52, at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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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했다.542) 미국이 가장 큰 M&A 시장이고, 영국이 그 다음 큰 

M&A 시장이고, 유럽에서 가장 기업인수 활동이 활발했다.543) 독일은 영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M&A 시장이다.544)

4. 규제의 차이 

(1) 서설 

미국과 영국은 기업인수 규제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서로 공통점이 많다. 두 국가는 모두 법체계

가 Common law이고, 회사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나, 대부분

의 다른 국가들은 법체계가 Civil Law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은 위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수 규제에서

는 매우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545) 여기서는 먼저 왜 두 국

가의 기업인수 규제가 서로 다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독일의 규제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영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연금기금, 보험회사, 뮤추얼펀드)이 일찍부터 

기업인수 규제 발달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 기관투자

자들은 주식투자에 제재를 받지 않았고, 다양한 입법조치가 의도치 않게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강력한 기관투자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542) Marco Ventoruzzo, supra note 201, at 170. 

543) Marina Martynova & Luc Renneboog, supra note 538, at 2; 한국은행 (편), “EU 기업인

수합병(M&A)의 최근 동향<브뤼셀사무소 제공>”, 주간해외경제 제99-40호(1999).

544) 김화진, “M&A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01호(2007), 13면. 

545) John Armour, supra note 534, at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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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상당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했다.546)

기관투자자들은 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업인수 규제 발달

에 영향을 주었다. 자기규제인 코드(Takeover Code)가 그 대표적인 예이

다. 기관투자자들은 코드가 Notes 단계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 코드 초

안 작성의 단계마다 관여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이 있었으므로, 기관투자자가 큰 영향력을 미

친 기업인수의 규제는 주주친화적인(pro-shareholder) 방향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다.547)

(3) 미국: 법원의 규제  

미국에서는 자기규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1930년대까지 규제기관은 

사적단체인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였고 뉴욕증권거

래소가 자기규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뉴욕증권거래소의 규

제가 부적절하다고 봐서 1933년, 1934년 증권법(Securities Acts)을 제정

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증권시장 규제권한을 줬다. 

그 결과 주주들의 이익은 주주들 자신이 대변할 수 없었고, 증권거래

위원회가 대변해줘야 했으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립만 지키고자 했다. 

자기규제는 없었고,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기

업인수 규제에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기업인수 규제의 중요한 내용은 

델라웨어주 법원이 형성하게 되었고, 기업인수 규제는 판례의 축적에 따

라 발달하였다.548)

(4) 미국과 독일의 규제의 차이

546) Office for Nat'l Statistics, “Share Ownership: A Report on Ownership of Shares as at 

31st December 2004” (2005), at 9. 

547) John Armour, supra note 534, at 1767-1771. 

548) John Armour, supra note 534, at 1776-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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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와 독일의 규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문제해결을 법과 규정보다 시장에 맡기는 경향을 갖고 있다. 대

륙계 유럽, 특히 독일은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를 법과 규정으로 규제하

는 경향을 갖고 있다.549)

5. 소결 

미국, 영국, 독일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된 

이유는 위와 같은 미국, 영국, 독일의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주

식 소유구조의 차이,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규제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업인

수활동과 관련된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형성되었

다. 영국은 공개매수를 한 후에 잔여주식을 강제취득하는 방식이 형성되

었다. 실제로 영국은 그린위원회의 권고로 1929년 회사법에 강제매수제

도가 도입되었는바, 이 그린위원회 권고는 1920년대 영국에 갑자기 일어

난 기업결합 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소수주주축출에 별도의 주식보유비율을 요구하지 않고, 영국도 

처음부터 90%와 같은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매수를 통하여 청약 대상주식 중 90% 주식을 취득하면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가 최초의 교부금합병 조항을 도입한 것이 1925년인

바, 미국에서 1929년 말에 200개의 가장 큰 회사 중 오직 11%만이 대주

주(large block holder)가 지배하는 회사였다.550) 영국 회사법에 강제매수

549) Christian A. Krebs, supra note 56, at 972-973. 

550) Marco Becht & J. Bradford DeLong, “Why Has There Been So Little Block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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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된 1929년 무렵에는 여러 중요한 회사들에서 주식공모와 분산된 

주식 소유구조가 활성화되고, 주식 소유구조의 분산에 지속적으로 탄력

이 붙어 있던 때였다.551)

영국은 기업인수의 규제가 주주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바, 소

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에서 소수주주의 무임승차전략을 

억제하여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영자를 규제해 주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입법으로 형성되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의 규제에서 법의 

공백이 있어 법원의 판례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는바, 소수주주축출에

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없어, 교부금합병 조항

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고 법원이 사법심사로 규율하는 방식이 형성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

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95% 이상의 주식

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만 받고 회사 내의 소수주주의 주

식을 강제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의 95% 주식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소

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 주

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

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소수주주축출에 95%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주식소유권을 물권으로 봐온 것에 기인한다.552) 독일은 5% 

in America?”, Randall K. Morck(eds.),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Family Business Groups to Professional Managers(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at 616. 

551) Brian R. Cheffins,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British Business Transformed 
(Oxford Univ Press, 2010), at 252. 

552) Christian A. Krebs, supra note 56, at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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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전적으로 경제적인 투자자로 보기 때문에,553) 소수주주축출에 95% 이상

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면 물권자가 아닌 경제적인 투자자만 축출되

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주식을 경제적인 권리와 의결권으로 구성된 것으

로 보고, 소수주주를 회사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투자자로 봤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주식 

수만 보유한 주주를 축출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소수주주축출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문제를 법과 규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소수주

주축출 제도도 법에 규정되고 사전적으로(ex ante) 법에 규제방식도 마

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 규제방식이 전문검사인의 대가액 검사, 

상업등기부에의 등기 등이다. 반면에 미국은 독일과 달리 문제를 법과 

규정보다 시장에 맡기는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 제도

도 법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사후적으

로(ex post) 법원의 사법심사로 규제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지만 지배주주는 완전한 공정 기준

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을 당할 위험 때문

에 지배주주와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공정한 합병대가를 협의하게 된다. 

이렇게 지배주주와 대상회사 간의 시장에서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위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553)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se No. 1 BvR 

1613/94, Apr. 27, 1999, 100 BVERFGE 289, 302 (Ger.);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se Nos. 1 BvR 68/95, 1 BvR 147/97, Aug. 

23, 2000, 200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279 (2001) (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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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고찰해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의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주식 소유구조의 차이,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규제의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기업

인수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기업인수 방법으로는 대주주로부터의 장외 

주식매수가 대부분이고, 합병, 공개매수는 거의 없다.554)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95%이상의 주

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기업인수를 통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

총회결의를 거쳐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지배주주의 교부금합

병형’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영국처럼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법 개정

에 의해 갑작스레 도입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된 것이다. 다만 교부금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 후 잔여주주를 

축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허용가부는 후술하는 제5장 

제4절에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공개매수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

유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장기업을 개인기업으로 전환하는 폐

쇄기업화(going private)가 있었다.555) 상법 개정에서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는 소주주축출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으나, 공개매수 후 잔여주주를 축

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556) 영국처럼 공개매수를 전제로 한 소수

주주축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다.557) 공개매수 후 강제매수를 

554)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6

호(2011), 145-146면. 

555)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합병제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2011), 430면.

556) 田中亘, supra note 23, 77-78면.

557) 송종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제유형과 그 법적 시사점”, 상사판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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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축출제도는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적고, 추후에 분쟁의 

발생이 있다고 해도 소수주주 중 다수가 동의한 가격이 존재하여 가격산

정을 둘러싼 번잡한 싸움을 피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55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매수와 결부된 소수주주축출 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총 104건의 공개매수만 발생하였다.559)

이는 연 평균 8.7건의 공개매수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

라는 공개매수가 많이 이뤄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 제도

에 공개매수를 결부시켜야할 필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

매수 후 잔여주주를 축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개

매수와 결부된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없어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

형’을 이용하여 잔여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위 104건을 공개매수 목적별로 분류하면 지주회사 요건 충족 목적의 

공개매수가 30건(28.9%),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36건(34.6%), 

경영권 확보 목적의 공개매수가 13건(12.5%), 경영권 안정 목적의 공개매

수가 14건(13.5%)이다.560) 비록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필연적으로 소

수주주축출을 수반한다.561) 그러나 이는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상장폐지 목적, 즉 소수주주 축출 목적으

로 공개매수가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수주주축출 제도가 도입된 이상, 공개매수를 소수주

구, 제26집 제2권(2013), 170-171면. 

558) 육태우,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2집 제2호

(2012), 86면.

559) 김태형, “공개매수의 현황”, Business, Finance & Law, 제55호(2012), 7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개매수가 전혀 없었고, 1994년에 최초의 공개매수가 생긴 이래 1997, 

1998년에는 10여 건 내외였다.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176-177면.

560) 김태형, 상게논문, 8-10면. 

561) 신동찬․유호범․문병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와 소수주주 보호”, Business, Finance & 

Law 제55호(2012), 67-68면. 



- 191 -

주축출 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주식 수를 확보하는데 이용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는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도입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공개매수를 전제로 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의 장점은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이 응모한 경우에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어서 대

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대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면 소수주주축출 제도를 반드시 공개매수와 결부시킬 필

요성은 없다.562)  

562) 北村雅史, 「企業結合の形成過程」, 商事法務 1841号(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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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고찰

제1절 상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Ⅰ.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 소수주주축출 방법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이 도입되

기 전에는, 주식병합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

되었다. 주식병합이란 복수의 주식을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합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다(제440조~제443조). 이 규정은 합병(제530조 제3항)과 분할(제530조의 

11 제1항)의 경우에 주식배정비율을 단순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병합하

는 경우에 준용되고 있다.563)

주식병합 시에 단주(端株)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의 처리방법도 규

정하고 있다(제443조). 이 방법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었다.564) 지배주주의 주식은 1주 이상 남지만, 지배주주 이외의 자의 주

식에 대해서는 1주 미만의 단수로 되게 하는 병합비율을 설정해서 주식

병합을 함으로써, 지배주주의가 보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단주로 되

어, 지배주주 이외의 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565)

주식병합은 이처럼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할 수 있고, 이때에 1주 미만

563)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34면. 

564)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2016), 1129면. 

565) 3,000 대 1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자본금 감소에 의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병합비율을 

하회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는 병합 결과 단주주로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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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가 교부되지 않을 우려가 있

다.566)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단주의 소유비

율에 따라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43조 제1항 본문). 그러

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43조 제1항 단서). 주식병합에 의해 많은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면 시장가격 하락과 매각 처 확보가 곤란하게 되

어, 단수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가 교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567)

2. 엔도어즈 소수주주의 자본감소무효 소송568)

(1) 사실관계 

엔도어즈의 지배주주인 넥센은 주식액면병합을 하여 소수주주를 축출

했다. 이에 엔도어즈의 소수주주는 자본감소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

소하였다.569)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 엔도어즈(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들이었

다. 주식회사 넥슨(이하 ‘넥슨’이라고만 한다)은 2010. 4.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감자 직전 넥슨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주식 지분은 96.738%에 이르렀다.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00주를 액면

가 5,00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1주 미만의 단주처리는 구 주식 

566) 見直し補足説明·第一部・第三2(1).

567) 坂本三郎 外 6, supra note 381, 6-8면.

568)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628 자본감소무효의소)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여 항소하였

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8397)에서 항소기각 되어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2다40400)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569) 한은정, “소액주주 강제축출 또 도마 위로”, 머니투데이 (2014. 11. 12.), http://www.mt.c

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51526515426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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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3,840원에 피고 회사가 매입 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주총

회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보통주 1만 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

으로 감자를 실행하여 1만 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주주의 지

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감자 이후에는 넥슨의 주식 지분이 

97.287%로 증가하였다. 

(2) 자본감소무효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보통주 1만 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

으로 이 사건 감자를 실행하여 1만 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감자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 제443조 제1항은 법률로서 단주의 경우 주주평등

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 단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

주주의 주주지위를 박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감자를 실행함으로써 1만 

주 미만의 소수주주는 주주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권리

남용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상법과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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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과 같이 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를 통하여 주주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

다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

려워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단주대금 산정 불공정 여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주주들에게 단주처리방법으로 피고 회사가 구 주식을 1주당 3,840

원에 매입하도록 결의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정한 단주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공정하게 산정된 가액이라 볼 수 없으

므로 단주처리되는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① 피고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피고 회사와 유사한 

공개기업의 선정이 어려운 점, ②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1주당 주식가

치를 산정함에 있어 손익가치 및 자산가치를 고루 평가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점, ③ 원고들은 단주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가치를 중심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주 업종이 게임개발업

이어서 상품 특성상 피고 회사의 미래 수익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④ 자본감소의 무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570) 등

을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감자에서 단주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1주당 3,840원으로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

공정한 가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자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570) 상법은 자본감소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자본감소 무효 판결에 

대하여 소급효와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445조, 제446조, 제19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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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 법원은 개정된 상법과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

병합을 통한 자본감소를 통하여 주주 수를 줄이는 조치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

의 매도청구권이 도입되었으므로, 개정 상법 시행 후 발행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상법 제443조 제1항은 법률로서 단주의 경우 주

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제443조 제1항은 단주처리 방법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이 단주처리 방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병

합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병합의 단주에 대해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과 같은 높은 비율의 주식병합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

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적으로 단주가 대량 발생하는 대규모 주식병합

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여 감자무효의 소의 대상

이 될 수 있다.571) 그리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

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572) 더구나 상법이 개정되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이 도입되었는바, 주식병합을 소수주주 축출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

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73)  

자본금감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나 결의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투어야 하고,574) 자본

57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36면. 

57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49-250면. 

573)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 실무상 쟁점”, 법조, 제

672호(2012), 283면. 



- 197 -

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

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원인이 되므

로,575) 위 판결과 같은 사안이 개정 상법 하에서 발생한다면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 소수주주축출 방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주식을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

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해 A는 B의 주식 전부를 소유

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의 주주는 A의 주주로 수용된다.576)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B의 계획에 의해 A를 신설하되, 그 신설방법은 

B의 주주가 가진 B 주식 전부를 A에게 이전하고 A는 설립 시에 발행하

는 주식을 B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A는 B의 완전모회

사가 되고 B의 주주는 A의 주주가 된다.577)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있게 되면 완전자회사의 소수주

주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잃게 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다. 완전자회사의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완전

자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되는 것이기에 소수주주축출제도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578)

57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575) 이철송, 회사법강의(박영사, 2016), 931면. 

576) 이철송, 상게서, 1135면. 

577)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35-1136면. 

578) 황현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Ⅲ(법

문사, 2016), 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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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은행 소수주주의 주식교환무효 소송579)

(1) 사실관계 

외환은행의 지배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을 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했다. 외환은행 소수주주는 주식교환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

였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하나금융지주는 피고 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피고 

외환은행의 총 발행주식 중 약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

다. 

피고 하나금융지주는 2013. 1. 28. 피고 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외환

은행의 주주들 중 피고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이들은 당시 피고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여기에 포함

된다. 이하 이들을 ‘소수주주’라 한다)이 소유하는 피고 외환은행의 

주식을 모두 피고 하나금융지주에 이전하고, 피고 하나금융지주가 소수

주주에게 피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등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

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외환은행은 같은 날 주식교환의 비율을 ‘피고 외환은행 주식 : 

피고 하나금융지주 주식 = 1 : 0.1894302’, ‘반대주주에 대한 피고 외

환은행 주식의 매수가격 7,383원’으로 공시하였다. 이후 피고 외환은행

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2) 주식교환무효 청구580)에 대한 판단

5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444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2013가합45698(병합) 포괄적주식

교환무효/ 2013가합68691(병합) 포괄적주식교환무효.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

39666)에서 2015. 9. 17. 소취하되었다.

58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합병무효의 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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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68조 제4항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피고 외환은행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주식교환 역시 무

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

지는 것을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하여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의 고유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이를 가리켜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2) 주식교환비율 불공정 여부

원고들은 주식교환의 주식교환비율은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되었으나581), 피고 외환은행의 시장주가는 이사회의 배임적 결의에 따

라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산가치와 상대가치를 가중산술평균

한 가액으로 산정하고582)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은 교환비율이 현저히 부당하여 

같다(상법 제360조의14, 제360조의23). 따라서 무효원인은 교환계약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

의 불이행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하자,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송옥렬, 상법

강의, (홍문사, 2016), 1215-1216면, 1203면. 

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되었다.

58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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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583)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그 시

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주식교환비

율을 정하였다면 그 주식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포괄적 주식교

환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는바,584) 피고들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에 해

당하고, 피고 외환은행이 주권상장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

준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85)고 판시하였다. 

3) 목적 부당 여부 

원고들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완전모자회사관계를 

창설해야 할 경영상의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건 주식교환은 피고 하나

금융지주가 피고 외환은행의 소수주주의 경영상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야 할 경영

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은 무효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교환에 의하여 피고 외환은행이 피고 하나금융지

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면, 비용절감 및 수익증진 효과의 발생이 기대되

고, 법인세가 절감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주주총회 등 의사

583)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등 참조.

58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585) 법원은 피고 외환은행의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반영하거

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절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

항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는 주권상장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따른 

시장주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나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한하여 요구된다)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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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40%에 달하는 소수주주에 대한 통지나 공고와 같은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주식교환에는 경영상 목적이 있

어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4) 지배주주 충실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지배주주 또는 다수주주가 일방적으로 소수주주를 희생시켜

서는 아니 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주식교환은 지배주주인 피고 하

나금융지주가 이러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법 체계 하에서, 다수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고 인정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주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주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586)라고 판시

하였다. 

3. 검토 

소수주주축출을 ‘조직재편행위 등에 의해 종래의 주주 지위를, 당해 

주주의 의사에 불구하고 잃게 하여, 회사 및 회사를 포함하는 기업그룹

에서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587)

주식교환․이전은 완전자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게 하는 것이지만, 완전모

회사의 주식이 주주에게 교부되어 기업그룹에서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는 

존속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수주주축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교환대가의 일부만 금전으로 갈

586) 법원은 피고 하나금융지주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주

주권을 남용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

시했다. 

587) 岡田昌浩, supra note 37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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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할 수 있었고, 2011년 개정상법에서 교부금만으로 하는 합병을 허용하

면서 주식교환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15년 개정에

서 교부금만의 주식교환도 허용하였다.588) 따라서 주식교환‧이전을 하면

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만을 지급한다면, 완전자회사에서 주주

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완전모회사의 주주도 될 수 없어 기업그룹

에서 주주로서의 이해관계가 단절된다. 이는 엄연히 소수주주축출에 해

당하는바, 이러한 교부금 주식교환‧이전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관련 법리

는 아래의 교부금합병에서와 동일하므로, 교부금합병에 관한 기술로 갈

음하고자 한다.  

제2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Ⅰ. 서설

1. 의의

2011년 개정상법은 제3편 제2절 제4관을 신설하여, ‘지배주주에 의

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이라는 제목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

360조의2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

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

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이고,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도입이유

588)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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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도입이유는 다음과 같다.589) 특

정 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등

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590)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되게 하고자 하였다. 총회개최비용이나 상장회사의 상장유지비용으

로 소수주주는 그 지분비율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회사에 야기하므로, 

이 제도에 의해 지배주주는 1인주주로 변신하여 경영의 주도권을 갖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총회결의취소소송을 수시로 제기하여 경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권리남용적인 소수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도 이용될 수 있다.591)  

3. 외국의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 참고

이하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

권 행사, 매도청구의 효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

석상 쟁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같이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속하는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과 일본의 특

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를 주로 참고하기로 한다. 

Ⅱ. 행사요건 

589) 정부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566, (2008. 10. 21.)[대안폐기], 5-6면; 법제사법

위원장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1092, (2011. 3. 11.)[대안가결], 5면 참조.

590)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지

배를 위해 유형·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컨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

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취소소송 등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1면. 

591)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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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4 제1항). 

2. 대상회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대상회사에 대하여 법조문은 ‘회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⑴ 대상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라는 견해가 있다.592)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회사

를 상장회사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593) 거래소 등과 같은 공개된 

시장이 없는 폐쇄회사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유용하게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594)을 논거로 한다.

⑵ 대상회사는 상장회사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제도는 상장

회사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제도를 비상

장회사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마치 1인회사를 장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595)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회사를 상장회사에 국한시키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대상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이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상

회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가격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

592)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21면. 

593)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37면.

594) 김태진, “일본의 2011년 회사법 개정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

부취득제도 활용을 위한 모색-”,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호(2012), 163면. 

595) 김홍식, “개정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권 제36호(2011), 

7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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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② 마치 1인회사를 장려하는 것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수주주축출제도 자체의 본

래적 기능이다. ③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일본 특별지배주주

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도 대상회사는 상장회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④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

우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므로,596)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요건(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95 이상 보유)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상회사는 이미 상장폐

지되어 비상장회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를 대상회사

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지

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⑤ 회사의 주주 관리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지배주주

의 매도청구권의 도입취지는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해당한

다. 

3. 매도청구권자

(1) 의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이다.597) 영국 회사법과 달리 보유하게 된 연유는 묻

59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597) 주식보유비율을 얼마로 할 거인가에 대해 입법단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주식

보유비율을 높이면 지배주주 입장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주식보유비율을 낮추면 더 많은 소수주주가 강제로 축출되어 소수주주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37면; 상법상 간이합병 기준인 90%로 

하자는 견해, 현행 소수주주권인 3%와 균형을 맞추어 97%로 하자는 견해, 독일과 유사하게 

95%로 하자는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이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95%와 97%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영국식 sell-out 제도를 도입하

는 조건으로 95%로 정해졌다.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회사편]”(2006), 

397-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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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598) 지배주주의 소유주식의 수는,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모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100분의 95 이상 여부를 

계산하고, 지배주주가 자연인 주주인 경우에는 그가 발생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

유하는 주식과 합산하여 100분의 95 이상 여부를 계산한다(제360조의24 

제2항).

(2) 보유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의 의미에 대하여 견

해가 대립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규정상 자기의 계산

으로 그러나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도 합산한다는 견해가 있다. 지

배주주는 그 보유 명의에 관계없이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지배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599)

⑵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계산에만 초점을 두

고 명의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의는 당연히 지배주

주로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계산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단순히 ‘지배주주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

598) 즉 공개매수로 취득하였거나, 시장에서의 매수로 취득하였거나, 100분의 95 이상의 수량만 

확보되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9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5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58-859면; 이철

송, 전게서(각주 575), 1163면; 임재연, 회사법Ⅱ(박영사, 2016), 785면;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21면; 이병기,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Business, Finance 

& Law, 제5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2), 130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41면;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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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이를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수주주 축출요건은 소수

주주의 피해가능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00)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기서 보유는 지배주주의 계산으로 보

유하는 이상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든지 상관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법은 명문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할 것만 요구하고 

있지, ‘자신의 명의로’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명의를 

불문하게 되면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나, 지배주주가‘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만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입증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막연

히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수주주축출의 경제

적 이점도 있으므로 단순히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④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

식강제취득에서도 주요주주의 계산으로 제3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주요주

주의 주식으로 합산된다. ⑤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P

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propo

sed Final Draft 1992) §1.10(a)에 의하면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는바, 형식적 기준은 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이고, 실질적 기준은 주주지위

에 기한 회사의 경영이나 거래에 지배적인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 

행사이다. 이를 고려하면 여기서의 보유도‘자기의 계산으로’라는 실질

적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지배주주에 해당한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유주식 합산의 경우 지배주주 특정 

600)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193),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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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회사와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바, 이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중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모회사와 자회사 중, 모회사를 지배주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모회

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사 모회사가 자회사보

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회사를 지배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601)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의 경우에도 본인과 특수

관계인을 합산하여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지배주주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되 모회사를 

지배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602)

⑵ 모회사와 자회사 중,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가장 

많은 자를 지배주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지배주주라는 개념

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소수주주의 관점에서 누가 지배주주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603)

③ 모회사와 자회사 중, 모두를 지배주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

해는 모자회사의 지분을 합산하는 취지와, 누구로부터 대가를 받는지가 

중요하지 아니한 소수주주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지배주주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604)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소수주주와 매도대상 주식의 매매가격을 협

601)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59면. 

602)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0면(다만 저자는 ③설을 지지하고 있다). 

603)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0면(다만 저자는 ③설을 지지하고 있다).

604) 임재연, 전게서(각주 599), 787면;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56면; 이병

기, 전게논문(각주 599),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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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매매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수

주주가 법원에 가격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

지 등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 소수

주주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회사와 자회사 중, 지배주주는 모회

사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제360조의24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바, 지배주주

란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구성과 주식의 분산도를 감안할 때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뜻하는 개념이다.605)

모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

지고 있어서(제342조의2 제1항),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모회사가 지배주주이

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관계에서도 궁극적으로 보면 지배주주는 모회사

라고 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24의 법문을 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개인

주주와 회사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중에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지배주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자

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606)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손익은 종국

605)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318면.  

606)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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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회사에게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모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도 주요주주의 종속기업이 가

지는 주식은 주요주주의 주식으로 합산된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

식등매도청구에서도 특별지배주주로 되는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결권

에, 그 자의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이 갖고 있는 의결권도 합산하도록 

하고, 주식등매도청구를 해서 매도주식 등을 취득하는 특별지배주주는 1

인(1회사)으로 한정된다.

(4) 자기주식의 산입 문제  

1) 문제의 소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하려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

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여기서의 발행주식총수(분모)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분

자)에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

식 수에 산입된다는 견해가 있다. 자기주식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분모에 산입된다고 본다. 다만 분모에만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배주주가 95%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

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제360조의24 제2항에 의하여 자기주

식을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자에도 산

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607)  

⑵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만, 지배

607)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59면; 임재연, 전게서(각주 599), 7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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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상법상 발행주

식총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어 분모에는 산입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배제하여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엄격

하게 해석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즉 분자에 산입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608)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제1설에서 지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⑶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

식 수 산입에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

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제360조의24 제2항은‘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자회사’에는 동조 제1항의 회

사, 즉 지배주주 매도청구의 대상회사도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 자기주식은 주식보유

요건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영국의 강제매수에서는 대상회사의 자기주

식을 청약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설에 따르면 회사의 자기주

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제3설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제외되어 지배

주주의 매도청구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무의결권주식의 포함 문제 

1) 문제의 소재

총회의 결의에 관한 의결권배제‧제한주식(제344조의3 제1항)과 비모자

608)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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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 의결권 없는 주식(제369조 제3항) 등도 여기의 발행주식총수(분

모)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분자)에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609)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이라고

만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어 의결권 행사와 관계없다

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⑵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610) 무의결권주식의 경우에는 

절차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

다.

3) 소결 

지배주주 매도청구 제도의 입법취지는 주식의 의결권 유무와는 무관

하므로 제1설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제2설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분모에서 제외되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게 되어,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도 매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산입 문제 

1) 문제의 소재 

60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5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59면; 임재연, 전

게서(각주 599), 784-785면;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29면;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71면. 

610)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70면(다만 저자는 제1설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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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아직 전환권

과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아 신주의 발행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전

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여기의 발행주식총수(분모)에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95% 주식보유 요건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산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11)

⑵ 주식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장차 주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환사

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다.612)

3) 소결

일본 회사법은 대상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식매도청구를 해서 특별지배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가지게 되어도, 그 

후에 신주예약권이 행사되면 신주예약권자가 주주가 되어 주식매도청구

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특별지배주주가 선택에 따라 대상회사

의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강제매수절차와의 관계에서 주식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유가증권, 보통주식 취득신청권이 있는 유가증권(convertible 

securities), 의결권부 사채(debentures carrying voting rights) 중 일정한 

것이 포함되지만, 시기적인 제한이 있어서 청약일에 이미 발행이 완료되

어 있는 것에 한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일본의 위 규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명문으로 ‘발행주식총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신주로 발

행되지 않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여기에 산입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할 것이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611)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50), 85-86면. 

61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5면;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193), 131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59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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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번거로움 때문에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무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일본 회사법과 같이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이다.  

4. 매도청구의 상대방 

주식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소수주주)이다.613)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법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이나, 상법이 매도를 강제하는 단체법적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 매도청구

제도이므로, 매도청구는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져

야 하며, 지배주주의 매수조건은 주주 전원에 대해 균등하여야 한다.614)

5. 경영상 목적

(1) 의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제

360조의24 제1항).

(2) 경영상 목적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613)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21면. 

614)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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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으로 ‘회사의 경

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

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소수주주의 주주권 남용으로 실제 회사의 효율적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거나 시너지가 큰 합병을 앞두고 합병 상대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수

주주의 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과 같이 소수주주 축출이 

필요한 별도의 경영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청구권을 인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15)

⑵ 소수주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및 경영의 비효율만으로도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16)

3) 판례 

지배주주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를 승

인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617)에서, 법원은 경영상 목적이

란 소수주주들의 재산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회사이익의 실질적인 

증대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여 사적으로 주식매수에 따른 금융이익을 

도모하거나, 오로지 소수주주의 퇴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로 보기 힘들고, 실질적인 회사이익의 증대에 

615) 서완석, 전게논문(각주 555) 432면.

61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6면;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59-260면;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25면; 2006년 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2006년 3월 7일 제6차 회의 398-412면)을 보더라도, 소수주주 퇴출 자체가 주주총회 

관리비용이나 의사결정비용을 절감한다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73면. 

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쌍

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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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배주주의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소수주주의 경영권 방어행위 및 주주권 남용에 의하여 회사의 정

상적인 경영이 곤란할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소수주주의 재산권 박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회사이익의 실질적 증대 존부를 판단하는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소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

성 향상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상법은 명문으로‘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수주주의 주주권 남용이나 합병에서 소수주주 

지분 해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매도청구제도는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

다.618)

② 상법 개정위원들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점, 주주총회 개최비용, 명의개서대리인 

유지비용과 같이 소수주주만을 위한 비용지출이 발행하여 효율이 떨어지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619) 법무부의 

상법 개정이유에서도 소수주주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의 절감과 기동성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도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620)

③ 우리나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유사한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

식강제취득과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는‘경영상 목적’

618)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4면; 경영상 목적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면 제도의 이용가

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김건식 외 공저, 신체계회사법(박영사, 2016), 574면. 

619) 법무부, “상법(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2006), 398면.  

620)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60면; 정동윤 감수, 상법 회사편 해설(법무부, 

2012),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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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경우 Singer v. Magnavox Co. 사건에서 정당한 경영목적

을 요구하였으나, Weinberger v. UOP, Inc 사건에서 경영목적기준을 폐

기하였다.

④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청구가 주

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

게 해주고, 주주관리 비용을 절감시켜줘서, 이는 회사이익의 실질적 증

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이 

회사이익의 실질적 증대라고 본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주주관리 비

용 절감’은 결국 제2설이 제시하는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

율성 향상’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과 같이 ‘회사이익의 

실질적 증대’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6. 사전 주주총회의 승인

(1) 의의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제360조의24 제3항).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  지배주주

의 (당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 ㈁ 매도청구의 목적, ㈂ 매매가액의 산

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 매매가액의 지급보

증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4항).

(2)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제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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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특정 의안에 대하여 특별

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바(제368조 제3항), 

지배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지배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소수

주주들만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매도청구의 승인안을 결의하여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621)

⑵ 지배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이 제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22)

3) 판례 

지배주주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를 승

인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623)에서, 법원은 지배주주의 매

도청구의 요건인 경영상 목적은 회사이익의 실질적인 증대를 의미하므

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얻는 지배주주의 이익은 회사이

익의 실질적인 증대를 위하여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에서 얻는 부수

적인 이익에 불과한 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상법개정특별분

과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

로 주주총회 결의의 의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지배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621) 서완석, 전게논문(각주 555) 434면. 

62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7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0면; 임재연, 전

게서(각주 599), 790-791면;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1-132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48면;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64면. 

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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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특별이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통설624)과 판례625)는 특

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를 의미한다는 개인법설을 취하고 있다. 개인법설의 핵심은 주주의 개인

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것이다.626) 매

도청구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지배주주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이

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Ⅲ.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공고․통지 

(1) 의의 

상법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배주주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해야 하고, ㈁ 주권

을 교부하지 않으면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에 주

권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 및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

해야 한다(제360조의24 제5항). 이 통지는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하

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2) 공고․통지 시점

624)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520면;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62-863면. 

6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626)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900-9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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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제360조의24 제5항 법문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공고‧통지

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고‧통지를 주주총회의 승인 이전에

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공고‧통지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하면 되고 반드시 주주

총회 승인이 있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명시적으

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고, 공고‧통지의 내용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에 관한 법리

와 제360조의26의 법리를 설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를 할 즈음에 공고‧통지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627)

⑵ 공고‧통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에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라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628)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고‧통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에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매도청구의 날 1개

월 전까지’ 공고‧통지를 하라고 규정은,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 즉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승인 이전에 공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공고‧통지를 받은 주

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주주총

회 승인을 받기 전에도 공고‧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공고‧통지

627)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7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0면; 임재연, 전

게서(각주 599), 791면;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3면. 

628)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50), 91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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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개시 시점의 한계가 없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④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도 대상회사가 주식매도청

구를 승인한 경우에, 주권 제출에 관한 공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매도청구권 행사 

(1) 의의 

주식매도청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629)  

(2) 공고‧통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제360조의24 제1항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공고‧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공고‧통지로 매

도청구권 행사를 갈음하여 매도청구를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상법은 매도청구의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주

주가 하는 위 공고․통지는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위한 지배주주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62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8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0면; 이철송, 전

게서(각주 575), 1165면; 판례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

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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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630)

⑵ 매도청구는 현실적으로 해야 하고, 이미 한 소수주주에 대한 공고․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31)

⑶ 매도청구는 반드시 공고․통지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

고․통지에 매도청구의 취지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매도청구의 효력발생

일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해야 할 것이고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주에게 별도로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32)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고‧통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제360조의24 제1항은 매도청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주식의 매

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매도청구와 공고․통지를 별도

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언의 해석상 공고․통지를 하였다고 하

여 매도청구를 하였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② 공고‧통지 외에 별도의 매도청구를 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다고 본다면, 공고‧통지를 받은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지배주주가 공고‧통

지만 한 것인지, 매도청구권 행사까지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소수

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

여야 하므로(제360조의24 제6항), 소수주주를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매도

청구권 행사를 별도로 하게 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③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대상회사는 주식등매

630)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5면; 임재연, 전게서(각주 599), 791면; 송종준, 전게논문(각

주 50), 91-92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0면. 

631)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0면. 

63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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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구에 대해 승인을 한 때 매도주주등에게 주식등매도청구 승인을 한 

취지, 주식등매도청구의 조건 등을 통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매도주주등에게 통지등이 된 때는,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주등에게 

주식등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의 간주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공고‧통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④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사업등기부

에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

서도 특별지배주주는 지정한 취득일에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하는 효

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발

생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매도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필요

가 있다. 

(3) 매도청구 철회 가부

1) 문제의 소재 

소수주주와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어 지배

주주가 매도청구를 철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철회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소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만 철회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33)

⑵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매도청구 의사

633)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1면;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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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34)

3) 소결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한 후에 지배주주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

가 지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매도청구를 철회할 여지를 인정하지 않

으면 오히려 무의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

할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다만 매도청구의 철회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소수주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

는,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취득일 전날까

지 이사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소수주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이의신청을 없

애기 위해서 강제매수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승인, 공고‧통지, 매도청구권 행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 승인 

이전에는 매도청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승인 이후에

는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매도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승인 이전에는 지배주주의 행위만 있을 뿐, 다른 

주주들이 매도청구에 관여하지 않으나, 주주총회 승인에서는 다른 주주

들도 매도청구에 관여하게 되므로, 다른 주주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

정성 보장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 이후에 매도청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에게도 매도청구 철회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Ⅳ. 매도청구 효과

634)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193),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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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주주의 주식매도의무

(1) 문제의 소재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

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6항). 여기서 2개월 내에 지배주주

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이 법문의 구조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2 제2항)과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해석하여,635) 지배주주도 2개월 내에 소수주주로부

터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36)

⑵ 가격협의의 종결을 조건으로 소수주주의 매도의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637)

(3) 소결 

제360조의24 제6항의 법문은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

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

로 소수주주의 매도의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 동조 제7항․8항에 의하면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

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

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어서, 매매가액 결정이 매도

635)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636)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1면; 임재연, 전게서(각주 599), 795면;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4면;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67면.

637)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5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1면. 



- 226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격협의

의 종결을 조건으로 소수주주의 매도의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견

해가 타당하다할 것이다.  

제1설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문의 구조와 유사하다

고 하여 동일하게 해석하나, 다음과 같이 두 조항은 법문의 구조가 다르

므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374조의2 제2항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므로, 매수의무이행 

주체가 회사이어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를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제360조의24 제6항은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고 지배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매도의무이행 주체가 소수주주이

어서,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를 지배주주의 주식매수대

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1설에 따르게 되면 지배주주의 지체책임은 매매가액의 협의가 이루

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기산된다고 보

게 된다. 그러나 제360조의24 제7,8항에 의하면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문에는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 기간에 제한이 없어, 매매가액이 협의나 

결정이 되지 않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지체책임을 무한정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638)

2. 매매가액 결정 

638) 판례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

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라고 보고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94953 판

결), 이 조항은 매수의무를 회사에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어떤 사정이 있든(예컨대 주식매수가

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에게 지체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360조의

24 제6항은 매도의무를 소수주주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지체책임을 지배주주에게 지우려고 

하면서 위 판례를 그 근거로 들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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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제360

조의24 제7항),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

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4 제8항). 이 

청구를 받아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제360조

의24 제9항).

이는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시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 등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그 주식매수가

액의 결정방법과 같다(제335조의6, 제360조의5 3항, 제360조의22, 제274

조의2 제3~5항, 제530조 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639)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는 주요주주가 금전대가액을 정

하되, 법원이 선임한 전문검사인이 주주총회 결의 전에 금전대가의 상당

성을 검사하고, 소수주주는 금전대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사후심사절차

로 다툴 수 있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는 특별지

배주주가 매도주주에게 매도주식의 대가로 지급할 금전의 액수를 정하

되, 매도주주가 취득일 전에 법원에 매도주식 등의 매매가격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매매

가액을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가액결정신청도 독일의 사후심사절차와 같은 

사후구제수단이 아니라 사전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어서, 소수주주를 더 

보호하고 있다할 것이다. 

3. 주식 이전시기 

(1) 의의 

639)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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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의해 지배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제360조의26 1항). 그리고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

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제360조의26 2항).640)

(2) 공탁에서의 ‘매매가액’ 문제

1) 문제의 소재

공탁할 ‘매매가액’이 당사가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

정된 매매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

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위‘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641) ㈀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취지상 신속하게 소수주주의 지위 이전

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최종적으로 확정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 확정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는 점, ㈂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은 그 적정성에 관해 공인된 감정인의 평

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매매가액’을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

가액으로 봐도 부당하지 않는 점, ㈃ 제360조의26 제2항에 따르면 소수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탁할 

640)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므로 증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7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제336조 제1항)에 대

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823면. 

641)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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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확정가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⑵ 위 ‘매매가액’은 당사가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

정된 매매가액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42) ㈀ 매매의 일반법리상 주권 

교부 즉 주주지위 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가액의 지급은 최종

적으로 확정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제360조의26 

제1항 및 제2항의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는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 공탁

의 법리상 법원에서 결정된 매매가액이 실제 공탁한 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절한 

경우에 공탁을 통해 주식이 강제로 이전된다고 해석하면, 매매가액을 협

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청구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고, 소수주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

고 축출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매가액’은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

부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매매가액

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나눠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제360조의26 제1항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서의 ‘매매가

액’은 그 지급으로 주식의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매매가액이다. 따

라서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매매가액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매매가액’을 소수주주가 수

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642) 이병기, 전게논문(각주 599), 136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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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액(매매가액)’이란 ‘제1항의 매매가액’ 즉  협의나 법원의 결

정을 통해 확정된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을 ‘매매가액’으로 보아 공탁

한다면, 공탁의 법리상 법원에서 결정된 매매가액이 실제 공탁한 금액보

다 클 경우, 해당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643)

다만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

원의 결정 자체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제360조 제1항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따라

서 동조 제2항의 ‘그 가액(매매가액)’도 ‘제1항의 매매가액’ 즉 지

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처음부터 ‘매매가액’인 것

이고, 법원에서 달리 결정될 일도 없으므로, 공탁 법리상 공탁이 무효로 

될 일도 없을 것이다. 

(3)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주식의 이전은 제360조의26 제1항에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주식은 여전히 소수주주의 소유이므로 소수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매도청구의 효력

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643)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

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강희주, “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

응”,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16),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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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매도청구 이후에도 주주가 변경되면 종전 주주에 대한 절차 진행

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주주에 대하여 다시 매도청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⑵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단순히 개인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주

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법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3양수인

이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지만, 지배주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계

약 체결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44)

3) 소결 

생각건대 법문언에 충실한 제1설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비록 제2설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주주총회 승인결의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그 결의의 효력

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제2설에 따를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법적 불안

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사업등기부

에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

서도 특별지배주주는 지정한 취득일에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하는 효

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되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소수주

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배주주

와 소수주주 간에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가격결정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되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러한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는 뒤의 개선방안에

서 살펴보도록 한다. 

644)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1-862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8면; 김태진, 전게논

문(각주 594),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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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주주 구제수단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해서 소수주주가 다투고자 한다면, 매도청

구권 행사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주요

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는 소수주주가 금전대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후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

식등매도청구에서도 매도주주가 매도주식 등 취득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와 매도주주가 매도주식등 취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배

주주의 주식매도청구에 대하여 마련된 별도의 구제수단은 없는바, 이 문

제는 뒤의 개선방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에 상응하여 소

수주주의 매수청구권(sell-out right)을 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소수주주

의 매수청구권은 공개매수자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도록 소수주주의 탈출

권(exit right)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645)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법을 모델로 하여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입

법화하였다.646)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5 제1항).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와 달리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소수주주 각자의 이익을 위한 개별적 행

동이므로 일부 주주만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647)

645)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264), 122면. 

646)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578), 758면. 

647)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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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

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제360조의25 

제2항).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

의로 결정하고(제360조의25 제3항),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

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

다(제360조의25 제4항).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

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제360조의25 제5항).

제3절 교부금합병  

Ⅰ. 서설 

1. 의의

(1) 흡수합병에서의 교부금합병 

교부금합병(cash-out merger)이란 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 또는 그 대체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에는 교부금합병이 금지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므로 합병대

가로 존속회사 주식 이외의 것을 주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648) 다만 합병비율의 단수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648)  2011년 개정전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만을 지

급하는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069면; 

장덕조, 상법강의(법문사, 2016), 712면; 판례도 합병대가의 상당 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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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교부금합병은 2011년 개정이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

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

능해졌다.649)

즉, 종래의 상법 제523조의 제4호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

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합

병대가의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합병으로 인한 

단주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650)

2011년 개정 상법은 제523조의 제4호를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

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개정하여, 합병대가의 ‘전부’를 신주가 아닌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수합병에서 교부금

합병이 인정된 것이다.651)

(2) 신설합병에서의 교부금합병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여전히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그 일부를 교부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해 오다

가, 2015년 개정 상법에서 흡수합병에서와 같이 주식발행에 갈음하여 교

부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금전 대신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도 

있게 하였다.652)

649) 최준선, 회사법(삼영사, 2015), 750면;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069면; 정찬형, 전게서

(각주 564), 1254면.  

650) 송종준, “폐쇄기업화거래의 공정요건과 소수파주주의 보호”,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0), 235면. 

651) 임재연, 전게서(각주 599), 660-661면. 

652)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074-10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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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래의 상법 제524조의 제4호는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

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2015년 개정상법은 제

524조의 제4호를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라고 개

정하여, 신설합병에서도 교부금합병이 인정된 것이다.

2. 합병대가의 범위

여기서‘그 밖의 재산’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재산이면 동산, 부동산, 사채, 어음 등의 유가증권, 옵션 등의 계약상

의 권리, 특허권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존속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사채도 아직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있다. 존속회

사가 갖고 있는 모회사 등 다른 회사의 주식도 포함될 수 있다.653)

3. 합병대가의 구성 

개정상법에 의하면‘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의 일부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일부로 금전을 조합하여 교부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러한 합병

대가의 조합을 제안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제될 수 있

다. 

회사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합병승인결

의를 해야 하고(제522조 제1항‧제3항), 합병교부금은 합병계약서에 담아

야할 합병계약사항이어서(제523조 제4호), 합병대가의 구성에 관하여도 

653) 권기범, “상법개정안상의 교부금합병에 대하여”,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2007), 151면; 권

기범, 전게서(각주 48), 102면; 문호준‧이승환,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현물배당”, 

Business, Finance & Law, 제51호(2012), 155면; 김병태․노혁준, “회사의 조직변경․합병․분할”,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Ⅲ(법문사, 2016), 419-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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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를 거치게 되고, 소멸회사의 주주가 스스로 선

택하는 만큼 소수주주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으므로 긍정할 수 있을 것

이다.654) 다만 합병계약에서 합병대가의 구성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가 개별적으로 합병대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대단히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

도 있다.655)

2015년 개정상법은 신설합병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교부금합병을 허

용하였으나, 신설합병의 경우 그 결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으로 이루어져

야 하므로 소멸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합병대가에는 

일부라도 합병신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656) 이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524조 제4호는 합병대가를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줄 수 있다고 규정

할 뿐, 합병대가 전부를 교부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657)

신설합병에서 금전 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개념상 신설되기 전에 설립

될 회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658)

4. 교부금 제공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공시

합병대가로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

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도 공시해야 하나(제522조의2 

제1항 제2호), 합병대가로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

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

정이 없다.

654) 권기범, 상게논문, 152면; 문호준‧이승환, 상게논문, 154-155면; 김병태․노혁준, 상게논문, 

421면. 

655)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

권 제127호(2011), 73면. 

656) 김병태․노혁준, 전게논문(각주 653), 420면. 

657) 흡수합병 시 대가 전부를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규정한 제523조 제4호와 

구분된다. 노혁준,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Business, Finance & Law, 제76호(2016), 9

면. 

658)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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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종류에 따라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는 점, 대가가 교부금인 때에는 주주가 축출된다는 점에서 대가로서 교

부금을 택한 이유와 금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상세한 사항도 공시해야 

할 것이다.659) 교부금합병을 도입하면서 서면 공시 규정에 대한 개정은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금 제공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도 공시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Ⅱ.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 서설 

2011년 개정상법은 위와 같은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외에, 교부

금합병을 도입하여 교부금합병을 이용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660) 당사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후 존속회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서 존

속회사의 신주 대신에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을 축출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661) 이는 미국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는 교부금합병(cash-out merger)을 본뜬 제도이다.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상 3분의 1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은 축

출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의한 경우(5%)보다 더 넓은 범

위에서(33%) 소수주주가 축출될 수 있는 것이다.662)

우리나라에서 합병의 공정성이 실제 많이 문제되는 것은 합병이 대부

분 계열회사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로 독립적인 회사 사이의 

659)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63면. 

660) 교부금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는 존속회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소수주주를 축

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755면; 장덕조, 전게

서(각주 648), 712면; 김건식 외 공저, 전게서(각주 618), 538면. 

661) 최준선, 전게서(각주 649), 750면. 

662) 김화진, 전게논문(각주 48),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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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달리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과정에서는 양쪽 회사가 합병조건에 

관해서 교섭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다. 실제로 그 시행 여부, 시기뿐 아

니라 구체적인 합병비율까지 그룹 총괄조직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이 어느 한쪽 회사의 주주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는 유리하게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663) 이는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

을 이용해서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석상 쟁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같은 교부금합병형에 속하는 미국의 공

개매수+약식합병, 정식합병, 영국의 SOA, 일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 취득, 교부금합병을 주로 참고하기로 한다. 

2. 유형

교부금합병을 이용해 소멸회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 T회사의 지배주주인 A회사가 T회사 소수주주를 축출하여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는 완전자회사인 S회사를 신설한 

후 T회사를 S회사에 흡수합병하면서 교부금합병을 통해 T회사 소수주주

를 축출할 수 있다. ⑵ A회사가 지배주주로부터 매수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T회사의 지배주식을 취득한 후 T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T회사 

소수주주에게 A회사 주식 대신 금전을 지급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664)

3. 기존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한계 

663) 김건식,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Business, Finance & 

Law, 제74호(2015), 84면.  

66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756면;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1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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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가유연화를 확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소

수주주 보호 장치가 상법상 완비되어 있는가이다.665) 교부금합병이 도입

되기 전에 일반적인 합병을 전제로 마련된 소수주주 보호장치로, ㈀ 주

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 ㈁ 사전·사후 합병정보 공시,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 무효의 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보호장치들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이므로 3분의 2를 넘는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국면

에서는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큰 의미를 갖지 못

한다. 

㈁ 사전 합병정보 공시는 이사가 주주총회 전 합병계약서, 대차대조

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는 것이고, 사후 합병정보 공시는 존속회사가 합

병 후 합병을 한 날, 승계한 재산가액과 채무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

점에 비치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상의 공시만으로 실효성 있는 소수

주주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배주주는 합병조건을 일방적으로 정

할 수 있고, 합병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시만으로 불공정

한 합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와 회사 간에 가격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매수가격을 결정

하게 된다. 이 때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거의 시가에 의하

여 결정된다.666) 그러나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경

우, 소수주주축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되어 있어 시

작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수주주축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표

되어 시장가격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

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내보낼 

665)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62면. 

666)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김건식, 전게논문(각주 663),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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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667)  

㈃ 합병 무효의 소는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후적으로 보

장되는 사법적 구제수단이다. 판례도 일반론으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

공정을 합병무효의 사유로 보고 있다.668) 그러나 합병으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합병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원이 자본시장법의 기준에 따른 합병에 대해 무효를 인정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669)

결국 상법상 합병에서 기존의 소수주주 보호장치들은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670) 그러나 교부금합병을 도입

하면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별다른 소수주주 보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671) 이는 미국의 교부금합병, 영국의 SOA, 일본

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교부금합병에 대한 규제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부금합병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합병대가가 적절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672) 위 각국의 규제방식과 위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4절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허용가부’, 제5절 

Ⅱ.‘교부금합병에 관한 개선방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 과세문제와 적격합병

기업의 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

의 자신취득에 대한 취득세,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대가에 대한 소득세 

667) 岡田昌浩, supra note 378, 102면. 

668) 대법원 2008. 1. 10. 판결 2007다64136. 다만 법원은 이 사안에서의 합병비율은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669) 김건식, 전게논문(각주 663), 85면. 

670) 동지: 문호준‧이승환, 전게논문(각주 653), 156면; 황현영,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4권(2012), 251면; 임정하,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

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48집(2012), 394면. 

671) 교부금합병은 소수주주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남용을 제한하여 소멸회사의 소

수주주를 보호해야 할 요청이 있으나, 상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송

종준, “M&A 법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과제”, 상장협연구 제68호(2013), 75면.

672) 최준선, 전게서(각주 649), 7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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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

우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이연 내지 면제받을 수 있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에는 막대한 과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합병

이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673) 따라서 교부금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

족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적격합병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시

행령 제80조의2 제4항, 제5항).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

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

상일 것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하여 전체 합병교부주식가액 중 

해당 주주의 피합병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의 주식을 배분할 

것 ㈃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투자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674) 따라서 

T회사의 지배주주인 A회사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해 T회사 소수주주를 축

출하고자 SPC를 신설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과세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를 찾아 그 지

분을 획득하여 SPC의 역할을 시킨다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 것

이다.675)

㈁ 요건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

의 총합계액’과 ‘합병대가로 지급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의 비율을 

673) 김동수․이준엽,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세제의 최근 쟁점”, Business, Finance & Law, 제

73호(2015), 53-54면. 

674) 김동수․이준엽, 상게논문, 56면. 

675)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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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676) 교부금합병을 이용

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려고 하면서 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지배주주에

게는 합병법인의 주식만 80% 지급하고, 소수주주에게는 현금만 20% 지

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방법은 아래에서 보듯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에게 똑같이 주식 80%, 현금 20%의 비율로 합

병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소수주주는 주식 80%를 받게 되

므로 회사에서 축출되지 않게 된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마치 교부금

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면 ㈁요건은 충족

시킬 수는 없게 되어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금을 이용한 소수주주

축출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677) 실제로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교부금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 방법으로 잘 이용되지 않았다. 

5.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1) 문제의 소재

2011년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는 회사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 및 소멸회사의 주

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678) 교부금합병이 

경우에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676) 김동수․이준엽, 전게논문(각주 673), 56면. 

677) 동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부금합병 시 적격합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

지 못해 제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황현영, “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

제”, 인권과 정의, Vol. 461(2016), 55면. 

678) 정찬형, 전게서(각주 564), 1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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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679)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현

재 우리 판례나 학설상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실정법상의 강행규정이라는데 다툼이 없다.680)

(3) 검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를 교부하는 경우 주주평

등의 원칙 위배 여부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소멸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모두에게 합병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배주주인 모자회사 간의 합병에서 존속

회사가 자신에게도 합병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면 결국 자신의 돈으로 자

신에게 지급하는 격이 되어,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금전을 교부하지 않

고, 소수주주에게만 합병대가로 금전을 교부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

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나, 지배주주가 스스로 합병대가를 받지 않기

로 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평등할 대우를 요구할 여지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이나 회사경영진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

나,681) 이 경우는 지배주주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지 소수주주가 대가

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79)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313면. 

680) 대법원 2007. 6. 28. 2006다38161, 38178 판결;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47면. 

68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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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X회사의 지배주주인 P가, 자신이 보유한 X주식을 전부 출자하

여 새로이 Y회사를 만들고, X회사를 Y회사에 합병시키면서 X회사의 지

배주주인 P 자신에게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소수주주에게는 금전을 교

부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넷째, 위 셋째의 경우에서 더 나아가 소수주주 

중 일부에게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다른 일부에게는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문제된다. 

주주평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등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절대적 평등

과 비례적 평등(또는 상대적 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평등

이란 모든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뜻에서의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이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부

여하는 뜻에서의 평등이다. 不比例的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등의 원

칙이 적용되고, 비례적 권리에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682)

여기서 不比例的 권리란 주주의 권리 중에 1주 이상 또는 소정의 주

식수 이상(소수주주권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균

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소제기권 등 비례적 권리 외의 권

리는 모두 不比例的 권리이다. 비례적 권리란 주주의 권리 중에 소유주

식수에 비례하여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

배당청구권(제462조), 의결권(제369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제538조), 신

주인수권(제418조), 준비금 자본전입시의 신주배정청구권(제461조) 등이 

있다.683)

이러한 주식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

으로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업무집행은 무효이다(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684)

축출되는 소수주주가 동일한 유형의 합병대가를(예컨대 지배주주가 현금

을 받으면 소수주주도 현금을, 지배주주가 금전을 받으면 소수주주도 금

682)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313면. 

683)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312면

684)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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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받을 권리는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증감

하는 것이 아니어서 不比例的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절대적 평등이 적용

되어야 한다. 따라서 셋째나 넷째의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6. 경영상 목적의 필요 여부

(1) 문제의 소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달리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상법은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경영상 목적을 요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견해의 대립 

⑴ 소수주주축출을 위한 교부금합병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상 목적

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합병에 있어 경영상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는데 교부금합병을 허용하는 개정으로 기존과 달리 명문에 없는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교부금합병을 주로 활용하는 미국에서도 별도의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685)

⑵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경영상 목적을 요구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권이 박탈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보호장치가 충분하다

고 보기 어렵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95% 이

685)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77면; 문호준‧이승환, 전게논문(각주 653), 156

면(다만 위 논문의 저자들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670), 253면, 황현영, 전게논문(각주 

677),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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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유’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의 균형

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686)

(3) 소결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경영상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

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상법 개정위원들의 회의록이나 법

무부의 상법 개정이유를 보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소수주주 존재 자체로 인한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

율성 향상을 위한 경우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굳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권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영상 목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③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

하여 Singer v. Magnavox Co. 사건에서 정당한 경영목적을 요구하였으

나, Weinberger v. UOP, Inc 사건에서 경영목적기준을 폐기하였다. 영국

의 SOA도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회사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 중에, 소수주주축출 요건으로 ‘정당한 사업목

적’을 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요건으로 채택되지 않았

다.687)

④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5절 Ⅱ.에서 보듯이‘경영상 목적’ 외의 

다른 소수주주 보호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목적’을 요

686) 이동건․류명현․이승진, 전게논문(각주 573), 277-278면; 문호준‧이승환, 전게논문(각주 653), 

156-157면. 

687) 藤田友敬, supra note 24, 109면; 上村達男,「会社の設立․組織再編」, 商事法務 1687호

(2004), 13면 등.  



- 247 -

구해야할 필연성은 없다. 

⑤ ‘경영상 목적’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이어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서와 같이 ‘경영상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또 다

른 논란만 초래할 수 있다.  

7. 교부금의 한도 설정 필요 여부 

합병대가로 전부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수주주를 축출

할 수 있어 소수주주 보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부금에 한도를 두

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2011년 공개회사의 합병에 관한 지침, 독일 기업구조변경

법, 프랑스 상법은 합병교부금은 합병대가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합병교부금은 주주보호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

므로 대륙법계국가에서는 합병교부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688) 이렇게 합병교부금에 한도가 설정되면,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소

수주주축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부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① 우리나라는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합병대가의 유연화 

차원에서 대가의 전부로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교부금

의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합병대가 유연화 취지가 퇴색된다. ② 교부금

합병이 소수주주축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외에 순수한 합병 목적으

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축출을 막기 위하여 교

부금의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순수한 합병 목적의 교부금합병도 못하게 

된다. ③ 교부금합병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굳이 교부금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주주평등원칙이나 권리남용금

688) 합병교부금은 합병대가의 10%를 넘을 수 없다. EU Company Law Dir. Art. 3; 獨§54 

Abs. 4 u. §68 Abs. 3 UmwG; 佛 C.com. Art. L236-1.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070면; 

권기범, 전게논문(각주 653),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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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칙으로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소수주주 구제수단

상법은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를 합병 전후에 걸쳐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2),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결의(제522조) 규정을 두고 있고, 사후적으로 주식매수청구(제522조

의3 제1항), 사후공시(제527조의6) 규정을 두고 있다. 합병의 사법적 쟁송

방법으로 합병무효의 소(제529조)가 마련되어 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다투고자 한

다면, 소수주주는 합병대가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며 합병금지가처분(합

병결의금지 가처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529조 제1

항),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522조의3 제1항). 

제4절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허용가부

Ⅰ. 서설 

개정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이 도입되었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는 주주 관리비용 절감과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지

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데 이견

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부금합병은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여 기업구조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 소수

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소수주주축출을 하게 되면, 지배주주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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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 67%만 보유해도 나머지 33% 주식을 보유

한 주주들을 축출할 수 있게 되고,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이 허용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교부금합병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즉 교부

금합병형의 허용가부를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

합병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Ⅱ.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1.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1)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

주를 축출하는 것, 즉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제2장 Ⅴ.에서 본 바

와 같이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소수주주축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교

부금합병형에서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

적으로 자기거래(self-dealing)에 해당하고,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 취득을 

위한 축출과 달리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

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주식가격산정 시 지배주주가 주도권

을 가지며,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여 법원에 가격산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주식가격산

정에 개입하지 않아 소수주주에게 불리하다.689)

689) 권기범, 전게논문(각주 653),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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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가장 크

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가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

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만 충족하면 된다. 지배주주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필요한 주식 67%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주주축출

을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서 소수주주에게 매우 위협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반수 주식보유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소수주주축출을 허

용하는 것은 소수주주축출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690)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따라서 

약식합병에 의한 축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주)의 축출에 합병조항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대비된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회사

법 제1101조와 제1101.1조는 지배주주가 약식합병에 필요한 90% 지분을 

갖지 않거나, 합병에 대해 주(州)회사위원회(State Corporations’ 

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

출을 금지한다.691)

(3)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가장 크

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를 위한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부금합병이 도입되기 전에 

일반적인 합병을 전제로 마련된 소수주주 보호장치로,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결의, 사전·사후 합병정보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690)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미국․영국․독

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 28면. 

691) Franklin A. Gevurtz, supra note 7, at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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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소 등이 있으나, 이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주주의 소수주

주축출 국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부금합병을 도입하면서 교부금

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별다른 소수주주 보호방법을 마련

하지 않았다.

(4) 외국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속하는 외국의 소수주주축출제도들에 대

한 규제방식을 보면, 외국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정식합병을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와 

가격의 공정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협

상이나 소수주주 과반수 승인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줘 위 협

상과 승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연방법으로 SEC규칙 13e-3692)의 정보공

개의무가 있어서, 지배주주는 상장폐지거래(소수주주축출거래를 포함)를 

할 때는, 거래의 진정한 목적, 투자은행 작성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fairness opinion) 요약, 대상회사의 과거 및 현재의 주가 정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영국은 SOA에 주주총회 주식가치의 75%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요구

한다. 위 주주총회 승인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 과반수

(majority of minority)의 승인이고, 법원의 인가 결정은 절차의 적정성과 

내용의 공정성까지 심사한다. 독일은 합병 시에 지급되는 교부금의 규모

를 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액면가치의 10%로 제한하여, 소멸회사의 주주

에게 주식을 제공하지 않고 현금만을 제공하고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693)

692) Joshua M. Koening, supra note 13, at 524; 17 C.F.R. §240. 13e-3 (2005); Michael J. 

McGuinness & Timo Rehbock, supra note 15, at 460 (2005); 西村総合法律事務所編, 

supra note 24, 873면. 

693) Kallmeyer in Kallmeyer Umwandlungsgesetz, Verlag Dr. Otto Schmidt, 1997, § 54 

Rn.12; Marsch-Barner in Kallmeyer Umwandlungsgesetz, Verlag Dr. Otto Schmidt, 

1997, § 68 Rn.17;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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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외국 선진국들은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을 아예 금지하

거나, 아니면 허용하더라도 법원이 사전적으로 절차와 가격의 공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할 때는 일반적인 합병의 경

우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식이 없는 실정이다.  

(5)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의 차이 

일본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교부금합병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

되는 것에 대응하고자 회사법을 개정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였

다. 일본은 입법의도와는 달리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수주

주축출이 다수 발생하자, 소수주주 보호에 미흡한 면이 많다고 판단하여 

2014년 개정 회사법에서 사전․사후 공개절차, 주주의 사전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2005년 제정 회사법에서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를 하여 교부금

합병을 허용하는 대신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

으로 개정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의 증가분(시너지)

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은 합병등 대가 유연화로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가 예상되어, 합병대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분회사의 지분등(그 

외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채무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교부금합병이 도입된 이후에도 소수주주축출 국면에서의 소수주

주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전혀 없었다.   

(6)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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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전의 우리 법제에

서는 적대적 기업인수 후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

어 적대적 기업인수 후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불안요소로 작용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가 드문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 후에 교부금합병을 실시하여 대상회

사를 인수인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폐쇄기업화(going private)를 성취

하는 예가 많다.694) 따라서 기업인수 활성화와 경영권확보를 위해, 적대

적 기업인수 후에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즉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회사법 개정 

전에 미국 씨티그룹이 한미은행 주식을 공개매수 한 후,695) 잔여주주를 

축출하여 100%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696) 일부 잔여주주가 소위 

알박기를 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가 단지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지배

주주가 단지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경우에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명문화된 소수주주축출제도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7)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용 우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교부금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 67%만 보유하면 소수주

주를 축출할 수 있으므로, 교부금합병을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영국 법원은 Re Hellenic and 

694) 천경훈, 전게논문(각주 554), 156면.  

695) “상장 폐지 수순 밟는 한미은행”, 연합뉴스(2004. 2. 23.), http://news.naver.com/main/rea

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574495.

696) “상장폐지 앞둔 한미은행 소액주주 지분 전량매입”, 매일경제(2004. 6. 12.), http://money.

mk.co.kr/bank/bnewsView.php?uid=4870&search=&cateCode=A,E&p_page=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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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rust Ltd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

고 있어서 다수주주가 강제매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주식

을 강제로 취득하려는 SOA를 불허한 바 있다.697)

일본에서도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를 도입한 이상, 기존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

장이 있었다. 다만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의 논의를 보면 위 주장을 일

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

제에 관해 입법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8) 권리남용 문제 

우리나라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적으로 단주가 대량 발생하는 대

규모 주식병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698)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699) 주식병합은 소수주

주의 보유주식을 단수주식으로 만든 후, 단수주식의 매각대금을 지급하

여 소수주주를 축출한다는 점에서 현금대가를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축출

하는 교부금합병과 유사하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도 위와 같은 권

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단락을 나누어 이하의 

Ⅲ.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9) 소결

결국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외국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의 

697) Re Hellenic General Trust Ltd, [1975] All ER 382, 388.

698)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36면. 

69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4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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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용 우려, 권리남용 문제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리나

라에서 지배주주가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

하는 것, 즉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

이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전형적인 형태는 지배주주인 A회사가 완

전자회사인 S회사를 신설한 후 대상회사인 T회사를 S회사에 흡수합병시

키면서 T회사의 소수주주에게 현금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교부금합병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

다.700)

2.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 즉 공개매수 후 교부금

합병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첫째,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제2장 Ⅴ.에서 본 바와 같이 소수

주주축출 방식과 소수주주축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이

해관계자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나 자기거래(self-

dealing)가 아니라, 독립당사자간의 거래(arm's-length dealing)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서 공개

매수가격을 다수의 주주가 지지했다는 사실이 매수가격의 공정성이 추정

되게 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

기 때문이다.

700) 미국에서 소수주주를 제거할 목적으로 껍데기 회사(shell corporation)를 설립해서 하는 합

병은 합병조항이 의도한 합병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고, 몇몇 법원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였

다. 예를 들어, Jutkowitz v. Bourns, No. CA 000268 (Cal. Sup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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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교부

금합병에 대해서보다 완화된 규제를 한다. 미국은 공개매수+약식합병이 

자기거래(self-dealing)가 아니라고 봐서 완전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

고,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하여 공개매수가 공정한 거래였는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셋째,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의 경우 공개매수라는 기업인수활동

이 있으므로, 공개매수 후에 기업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대표적인 형태는 지배주주가 합병 후

에도 주주로 남아있기 위해서 완전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대상회사를 특수목적회사에 합병시키는 것이므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껍데기 회사(shell company)를 설립해

서 하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소수주주 축출 외에 

다른 효과는 없는 것이다.701)

넷째,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의 전형적인 형태는 미국의 공개매수

+약식합병과 같이 공개매수를 통해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

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으로 소수주주

를 축출하는 것인바,702) 이렇게 공개매수를 통해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주식강제취득형의 90%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를 통해서 90%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간이합병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90% 이상 주식보유 요

건을 요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을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적대적 기업인수 후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적대적 

M&A의 장애요소가 되었는바, 기업인수 활성화와 경영권 확보를 위해, 

701) Franklin A. Gevurtz, supra note 7, at 768. 

702) 우리나라의 경우 흡수합병 시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5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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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인수 후에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즉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권리남용 

1. 서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합병 대가의 유연화라는 규제 완화만 하고, 교부금합병을 이용

한 소수주주축출에 내재하는 고유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그 고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장래 표면화될 수 있

다.703) 위에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이 허용될 수 없는 논거 중의 하

나로 권리남용 문제를 제시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2. 일본의 학설 

제3장 제5절 Ⅳ. 5.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는 첫째, 교부금합병을 이

용한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가 축출 결의(교부금합병 승인결의)에 

‘특별이해관계’를 갖고,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오로지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결권남

용(제831조 제1항 제3호)으로 해당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

다. 둘째, 기존회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지배주주만이 주주인 가장회사

(paper company)를 존속회사로 하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은 목적의 부당성을 이유로 권리남용(법령위반)으로 합병무효의 소의 무

효원인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703) 中東正文, 「カネボウ株式買取価格決定申立事件」,　金判 1290号(20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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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의 정당성이 법률상 실체적 요건으로 명문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주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축출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법상 강제적인 축출이 가능하게 된 반면, 만약 축출이 현

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권리남용을 주장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두어야 한다고 한다.704)

3. 독일의 학설과 판례 

(1) 서설

독일에서 소수주주축출은 소수주주의 존재 자체에 따른 관리비용 등

을 절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상정된 제도인데, 다른 방법에 의해 법률의 

목적을 초과해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705) 소수주주축출의 권리남용이 문제된 판례로서 2006년 2

월 1일의 Landshut 지방법원706) 및 항소심인 2006년 11월 23일의 

München 상급지방법원707)의 Lindner Holding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판결

이 있다. 유가증권 대부의 방법에 의해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실시한 소수주주축출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지가 문제되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는 Lindner Holding 주식합자회사(이하 피고 Y라고 한다)였고, 피

고 Y의 무한책임사원은 발기인인 소외 B씨와 소외 C회사(J L-GmbH)였

다. B씨와 C회사는, 2004년 10월 18일에 A회사(L-Beteiligungs-GmbH)와 

704) 久保寛展, 「少数株主の締出しの正当性と権利濫用」, 川濱 昇‧洲崎 博史‧ 北村 雅史‧前田 雅

弘, 企業法の課題と展望―森本滋先生還暦記念(商事法務, 2009), 127면.

705) 久保寛展, Ibid., 136면.

706) LG Landshut, Urt. v. 1.2.2006 – 1 HK O 766/05, AG 2006, 513 = NZG 2006, S. 

400. 

707) OLG München, Urt. v. 23.11.2006 – 23 U 2306/06, NZG 2007, S.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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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위 대부계약에서, B씨와 C회사는 각각 5

000 유로 또는 5만 유로의 연간보수를 받기로 하고, 각각 4만 9999주 및 

171만 8125주를 A회사에게 양도했다. 위 대부계약에 의하면, 대부계약 

기간은 불확정이지만, 2007년 6월 30일부터 위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

다. 차주인 A회사는 대부계약이 종료하면, 만기일에 같은 종류 및 같은 

수량의 빌린 유가증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했다. 2004년 10월 20일부

로, 유가증권 대부에 의한 A회사의 주식보유의 증가에 대해서 공표되었

다. 

A회사는 위 대부계약의 의해 피고 Y의 주식을 양도받아, 95.11%의 지

분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04년 10월 19일 서면으로 피고 

Y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축출 절차의 실시를 요구하고, 피고 Y는 2005년 

2월 25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현금

대가와의 교환에 의해, 자신의 주요주주인 소외 A회사에게 매도하는 결

의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 Y의 소수주주인 원고 X는 축출을 위한 위 

주식 매도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708)

(3) Landshut 지방법원의 판결요지

Landshut 지방법원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차주가 

완전한 권리의 보유자로 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 

대부 기간 중에 배당되는 현금과 신주인수권은, 결과적으로 대주에게 귀

속하기로 합의되었고, 대부의 해약 후에 차주의 반환의무도 있기 때문이

다. 법원은 양수인인 차주는 형식적으로만 양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권리남용에 의한 잠탈행위의 문제를 

낳는다고 하였다.

(4) München 상급지방법원의 판결요지

708) 久保寛展, supra note 705, 143-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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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nchen 상급지방법원은 Landshut 지방법원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주요주주가 성

실원칙에 위반해서 소수주주에게 불이익하게 형식상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주요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및 매도청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권리남용이고 무효라고 하였다. 

법원은 비록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실질적 정당성이 

요건이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권리남용으

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하면서,709) 기초자본의 95%

에 해당하는 주식을, 축출 절차의 실시를 위해서,특히 유가증권의 대부

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요주주가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권리

남용이 될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A회사는 2004년 10월 18일의 민법상의 소비대차(독일 민법 제607조 

제1항)와 같은 유가증권대부계약에 의해, 피고 Y의 기초자본의 95.11%를 

취득했다. 그러나 차주인 A회사는 대부기간의 경과 후에 같은 종류 및 

같은 수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했다. 법원은 대주가 주식의 

본질적인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고, 대주의 반환청구권이 확보된 상황에

서는, 주요주주의 형식상의 지위에 근거한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는 

권리남용이고, 따라서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실체법상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출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하였다.710)

4. 소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주주총회의결권남용(일본 회사법 제831조 제

1항 제3호) 규정이 없다. 다만 이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709) Markwardt, Squeeze-out: Anfechtungsrisiken in Missbrauchsfällen, BB 2004, S. 282; 

Kort, Squeeze-out-Beschlüsse: Kein Erfordernis sachlicher Rechtfertigung und bloß 

eingeschränkte Rechtsmissbrauchskontrolle, ZIP 2006, S. 1521.  

710) 久保寛展, supra note 705, 147-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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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제한(제368조 제3항)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의 특

별이해관계인에 지배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이 주주총회의결권

남용 규정이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기존회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지배주주만이 주주인 가장회

사(paper company)를 존속회사로 하는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

출은 권리남용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독일에서 Landshut 지방법원 및 

München 상급지방법원은 유가증권을 대부받는 방법으로 주식보유요건

(기본자본의 95%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을 충족시킨 후 주식강제취득을 

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을 인정했다. 비록 유가증권 대부 방법으로 주요주

주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실시된 소수주주축출은 

단순히 형식상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으

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의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주주총회 결의가 다수결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다수결의 남용이란 지배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의 힘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711)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가 오로지 소수주주를 축출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소수주주를 축

출시킬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

적으로 단주가 대량 발생하는 대규모 주식병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

수결의 남용에 해당하여 감자무효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712)과 마

찬가지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71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94면; 이러한 다수결의 남용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

는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하자를 안고 있으므로 결의무효사유로 보아야 한다. 이철송, 전게

서(각주 575), 603-604면. 

71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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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합병무효의 원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인정되고, 해석상 합병무효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정의 위반, 합병결의의 하자 등이 있다. 권리

남용금지는 일반 법원칙이므로 권리남용은 법령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합병무효원인이 된

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개선방안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선방안 

1. 서설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충돌이 있고, 소수

주주축출은 자기거래성, 강압성, 정보비대칭성이 있어 소수주주가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

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축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은 소수

주주축출의 방식과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

험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제방식도 다르다.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는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속하는바,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

득형에 속하는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독일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방식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

도록 한다. 

2.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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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충돌이 있고, 소

수주주축출의 위험성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소수주주가 불

이익을 입을 수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

고, 소수주주는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헐

값에 주식을 매각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지배주주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본은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특별지배주주가 대상회사

에게 주식등매도청구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대상회사가 소수주주에게 

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회사가 취득일 전과 후에 주식

등매도청구 관련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두고, 소수주주의 열람에 제공하

게 하고 있다. 독일은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 주주총회소집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 주식강제취득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합병의 경우에 주주가 합병승인결의 전에 합병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사는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하고(제522조의2 제1항), 주주가 이 서류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22조의2 제2항). 합병 후 존속회사는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제527조의6 제1항), 주주는 서류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27조의6 제2항).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사는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전에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제360조의4 제1항), 주주는 

이 서류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4 제2항, 제제391조의3 

제3항). 이사는 소정의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

고(제360조의12 제1항), 주주는 이 서면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

360조의12 제2항). 

그러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합병, 주식교환과 같은 회사의 조직재

편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

전‧사후 공시제도가 없어 문제가 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서 소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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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주주총회 결의 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고, 합병, 주식교환과 같이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사후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사전‧

사후 공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수주주 매도의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가액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협의하여 결정하

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한다. 

이처럼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배주주와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도 늦어질 경우 법이 정한 2개월

이 도과하도록 매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단 주식의 매매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여 법원이 매매가액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은 단서

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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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일본은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획일적으로 주식의 이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도주식등의 전부가 취득일에 일괄해서 특별지

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

득에서 이사가 소수주주축출 결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신청해

서 상업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은 주요주주에게 이

전되는 효력이 발생되게 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법이 매도를 강제하는 단체법적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매도청구는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전원을 상대로 균등

한 매수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전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된다고 하면, 지배주주가 매매가

액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소수주주마다 주식이 이전되는 시기가 달라

져 불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매매가액 지급을 

미룰 경우 소수주주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

수주주축출이 초래할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

할 매매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거칠 경우 매매가액 지급까

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면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

는 것과 같이 주식이전의 효력이 획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5. 감정인 평가절차 개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매매가

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기재하고 주주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제360조의24 제4항). 그러나 상법은 

감정인 선정절차, 감정인 선정권자, 감정인의 의무와 권한에 관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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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배주주에 의하여 고용된 감정인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713) 그리고 감정인

이 평가할 내용이‘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감정인의 피상적인 평가정보만 소수주주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다.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정보가 되려면, 대가의 산정

방법, 그 산정방법을 사용한 이유, 복수의 산정방법을 사용한 경우 각 

방법의 산정결과와 비중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는, 전문검사인이 소수주주축출

이 결의되기 전에 금전대가의 상당성을 검사해야 한다.714) 전문검사인은 

주요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다.715) 전문검사인은 회사의 장부․

서류․재산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716) 전문

검사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의무

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717) 전문검사인은 조

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검사보고서는 다음 사항

이 기재되어야 하고, 제안된 대가가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끝

맺어야 한다. ㈀ 대가의 산정방법 ㈁ 그 산정방법을 사용한 것이 상당한 

이유 ㈂ 복수의 산정방법이 사용된 경우는, 각 방법에 의한 산정결과와 

각각의 비중, 그리고 평가 시의 어려움. 검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소집 시

부터 공개된다.718)

따라서 감정인의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소

수주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 주식법의 위 규정을 참고

하여 회사법에 감정인 선정절차, 감정인 선정권자, 감정인의 의무와 권

한, 감정인의 평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

713)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48면. 

714) §327c Abs. 2 Satz. 2 AktG. 

715) §327c Abs. 2 Satz. 3 AktG. 

716)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d Abs. 1 Satz 1 AktG, §320 Abs. 1 Satz 2, 

Abs. 2 Satz 1-2 HGB.

717) §327c Abs. 2 Satz. 4 AktG i.V.m. §293d Abs. 2 Satz. 1 AktG, §323 Abs. 1 Satz 1, 3 

HGB. 

718) §327c Abs. 3 Nr. 4 AktG, §327d Satzl A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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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719)

6. 분쟁해결절차 마련  

상법에서는 소수주주가 다툴 수 있는 것은 매매가액뿐이지만, 매도청

구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것인지도 향후의 과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720)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 대하여 사전구제방법으로 

소수주주가 매도주식등 취득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지배주주의 주

식등매도청구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

시키기 위해 획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매도주식등 취득무효소송을 통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독일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금전대

가를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후심사절차가 있고, 신청은 소수주주축

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하

고, 결정의 효력은 제공된 금전대가를 이미 받은 소수주주를 포함해 모

든 사람에게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각종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설혹 합병에 하자가 있다 하더

라도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인 무효주장을 허용한다면 단체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합병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2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민법의 일반원칙

719) 동지: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감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소수

주주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감정인 선임 및 비용청구권을 부

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육태우, 전게논문(각주 558), 82면; 최민용,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1집 제4호(2011), 

379-380면. 

720) 김태진, 전게논문(각주 594), 183면. 

721)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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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회사

에서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도 합병처럼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

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무효도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 

(1) 서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서 소수주주축출의 대가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그러나 상법은 매매가액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722) 공정한 매매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 공

정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지 문제된다.  

(2) 매매가액 결정방법 

1) 원칙 

매매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723) 매

매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일하다.724)

722)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671), 89면.

723)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189면.  

72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8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가

격결정 논의가 소수주주 축출시의 가격결정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노혁준, 전

게논문(각주 3), 263면; 다만 자발적인 탈퇴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와 비자발적인 축출

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의사가 다르므로 보상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송종준,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의 탈퇴와 축출에 있어서 주식가격 보상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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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의 경우를 보면, 매수가격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든 궁

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든 명문규정은 없으나, 당해주식이 갖는 

객관적인 공정한 가치, 다시 말해 당해주식이 당해회사의 객관적 전체 

기업가치에 대하여 갖는 비례적 몫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725)

미국의 대부분의 주 회사법은 매수가격산정의 기본원칙으로서 주식의 

공정한 가치(fair value)의 결정을 들고 있다.726) 공정한 가치란 바로 계

속기업에 있어서의 (주식이 갖는) 비례적 이익을 뜻하며, 그것은 합병 등

의 실현 또는 그 예정(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상태에서의 가치

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727) 상법에서 명문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728)

2) 기본적인 주식가치 산정방법 

실무에서 주식가치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주식가치평가방법은 자산가치평가법, 수익가치평가법, 

시장가치평가법의 3가지이다.729)

㈀ 시장가치평가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세를 기초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대개 일정기간의 평균에 의하고 있

다.730) ㈁ 수익가치평가법은 해당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이를 적절

공정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9호(2015), 65면), 소수주주의 의사만을 근거로 보

상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725)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673면. 

726) MBCA §13.25(b)(2)(3); Del. Gen. Corp. Law §262(h).

727) MMBCA §13.01(3); Del. Gen. Corp. Law §262(h).

728)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585-586면. 

729) 김홍기,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1호(2011), 163면; 주식매수청구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정한 주식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로서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상 나타난 것으로는 ① 계속기업가치, ② 순자산가치, ③ 시장가

치, ④ 수익가치, ⑤ 사업의 성격, ⑥ 당해기업의 재무상태, ⑦ 배당실적, ⑧ 현금의 흐름(cash 

flow)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순자산가치, 시장가치 및 

수익가치의 세 가지이다.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673면. 

73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2면;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673면; 김홍기, 상게

논문,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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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영

업이익을 할인대상으로 하는 ‘영업이익할인법’, 미래의 순이익을 할인

대상으로 하는 ‘순이익할인법’,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을 할인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있다.731) 현금흐름할인법이 학계와 실무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732) ㈂ 자산가치평가법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

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다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

로 나누어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733) 실제로 위의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주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상장기업 중 동일 업종의 유사한 기업의 주가를 기초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734)

3) 법률의 주식가치 산정방법 

① 상장주식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

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합병비율의 산정(자본시장법 시행

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동항 제2호 가.목)과 주식매수청구권(같은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행사와 관련하여 상장주식가치 산정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주주와 회사 간에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격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월간의 평균가

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5

731) 김홍기, 전게논문(각주 730), 164-165면;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673면. 

732)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평가방법이란 점에서 DCF(discounted cash-flow)방법이라고도 불린

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3면

733) 김홍기, 전게논문(각주 730), 164면; 권기범, 전게서(각주 48), 673면. 

73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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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5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이같이 결정되는 매수가격

에 회사 또는 주주가 반대할 때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65조의5 제3항).735)

실무상 상장회사인 합병당사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실제 법원에 상장회사

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

다.736)

②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수익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 대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합병비율의 산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가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중심으로 가치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737)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여기

서도 나타날 것이다.738)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특정한 기준에 

735) 주식의 시가는 회사의 자산, 수익력, 전망 등 모든 정보가 반영된 가격이고 투자자 역시 시

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하므로 법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시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

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

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1. 10. 13. 결정 

2008마264; 이철송, 전게서(각주 575), 587면. 

736) 김병태․노혁준, 전게논문(각주 653), 465면. 

737) Rainer Hüttemann, “Börsenkurs und Unternehmensbewertung”, 30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454 (2001); Karsten Schmidt & Marcus Lutter 

(Hrsg), Aktiengesetz Kommentar 3045-3046 (Verlag Dr.OttoSchmidt, 2008).  

738)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전현정,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기준”, 대

법원판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2006), 231면; 노혁준, “합병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시의 

가격결정”, 민사판례연구 30집(박영사, 2008), 6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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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가치 

산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판례의 주식가치 산정방법 

① 상장주식 

상장주식의 매수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 원칙적으

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 다만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그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

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에서 정

한 산정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당해 상장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739)

②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 그 주

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

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 

739)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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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

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

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

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

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

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 ㈂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

고자 할 경우,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

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

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740)

따라서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회사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시장가치만으로 주식

의 매수가격을 정한 판례도 있고,741)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중 어느 하

나를 산정요소에서 배제하고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한 판례도 있다.742)

(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사건743)에서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방법

1) 사실관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는 주권비

상장법인인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한다)의 

740)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741)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742)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743)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자 2014비합171, 2014비합173(병합), 2015비합8(병

합) 주식매매가격 결정이고,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 8. 26.자 2015라694, 2015라695

(병합), 2015라696(병합) 결정이며, 상고심은 대법원 2016마1283, 2016마1284(병합), 2016

마1285(병합)이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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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 96.27%를 보유하고 있던 지배주주였다. 삼성자산운용은 2014. 8.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승인결의를 하였으

며, 삼성생명보험은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

인 1주당 22,369원을 주식매매가액으로 산정하였다는 내용과 그에 관한 

삼정회계법인의 평가를 설명하였다. 삼성생명보험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소수주주들과는 30일 이내에 주식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일부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① 주식매매가액 산정방법

법원은 삼성자산운용의 주식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

래의 실례가 없다고 보아 시장접근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자

산운용과 일부 소수주주 모두 소득접근법 중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가액

이 공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주

식가치를 평가해 보고,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한 비율로 고려하여 주식가

치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②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의 문제점 

법원은 배당할인모형에서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미래의 배당

가능이익’과 ‘할인율’인바, 삼성자산운용과 일부 소수주주가 주장하

는 미래의 배당가능이익(수수료 수입)의 산정을 위한 가정은 현재 자산

운용업계의 상황 및 미래에 관한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③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따른 평가 

법원은 삼성자산운용의 주식에 관한 공정한 매매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11,298원)과 손순익가치(21,147원)을 2:3으로 가중

평균한 가액 17,207원에 30%를 할증한 1주당 22,369원으로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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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봤다. 그 이유는 ㈀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이고, ㈁ 상증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에 있어

서 최대 30% 할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수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도 30% 할증한 22,369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 소수

주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시장성 할인(marketability discount)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식매도청구 시의 주식 가치는 주식이 분산되어 있던 때보다는 

낮아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보유하

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삼성자산운용 주식의 장부가

액을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의 금액이 2014. 6. 30. 기준으로 

22,076~22,875원이고, ㈄ 삼성생명보험이 주식매도청구 이전에 개인 소수

주주로부터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모두 1주당 22,369원에 매수하였기 때

문이다. 결국 법원은 매매가액을 1주당 22,369원으로 정했는바, 이 가액

은 애초에 삼성자산운용이 산정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이다. 

3) 항고심 법원의 판단

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 및 소수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주식가액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소수주

주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공정한 가액 산정에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

할 여지는 있으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응하여 소수주주도 지배주

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로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나 소수주주가 입는 불이익을 계량화하기 어려우

므로 이를 주식매매가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제1심이 정한 삼성자산운용 주식 매매가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에 따라 산출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를 2:3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한 22,369원을 1주당 매매

가액으로 정한 제1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이 사건에서 삼성자산운용 주식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

된 거래의 실례가 없다. 그리고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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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매매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기 이전 시점의 장외 거래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상장된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삼성자산운용과 규모, 관리

자산의 구성 및 성격, 수수료율의 수준, 영업이익의 정도, 영업위험이나 

재무위험이 다르고, 국내에 상장된 자산운용사도 없으므로, 상대가치 평

가방식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 제1심 결정에 본 바와 같이 배당할인모형에 기초하여 주식의 수익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소득접근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수익

가치를 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 일부 소수주주들은 상증세법의 방식이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할 뿐, 삼정회계법인이 상증세법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순자산가치

와 순손익가치의 평가내용을 다투지는 않고, 그 평가내용이 합리성을 결

여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

㈄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21,147원)와 1주당 순자

산가치(11,298원)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30% 할증한 이 사건의 경

우, 순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손익가치를 전부 반영한 금원보

다 위와 같이 할증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순자산

가치가 40%나 반영되는 상증세법 방식이 부당하다는 일부 소수주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기

재된 삼성자산운용 주식의 장부가액은 적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장부가액 중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기 전의 특정시점에 

최고가로 기재된 다른 회사의 장부가액 37,150원이 삼성자산운용의 1주

당 매매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소수주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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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의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에서 금전대가액은 주주총회

결의 시에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금전대가액

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주식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수익환원방식이나 할인현금흐름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주식의 시장가격

(Börsenkurs)이 금전대가의 하한이 된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Weinberger 판결에서, 종래 판례가 사용해 

온 가중평균법인 Delaware block 방법이라는 평가 방법을 폐기하고, 일

반적으로 금융계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정한 가격을 자유롭게 

산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744) 판결에서 제시한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가격[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사에 대한 비

율적인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745)

미국에서 공정한 가격은 대법원의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되지

만, 실제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금융이론도 결부되어 매우 복

잡하고 난해하며, 하급심에서는 법리 적용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74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서 매매가액 결정의 구체적

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급심

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소수주

주가 비자발적으로 퇴출되는 것이고, 그 퇴출의 시점을 지배주주가 임의

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격이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747)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와 달리 시장가격을 

744) Weinberger, 457 A.2d at 713, at 712-713.

745) 이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 후  Cavalier Oil Co. v. Harnett, 564 A.2d 1137 (Del. 

1989)는 공정한 가격 산출 시 소수자 할인(minority discount)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Id. at 

1142-1145), Cede & Co. v. Technicolor, Inc. 684 A.2d 289 (Del. 1996)는 공개매수 후에 

생긴 기업가치의 증가도 고려해서 공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Id. at 298-299). 

746) John C. Coates IV, supra note 57, at 1257-1287.

747)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86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권리자가 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곧바로 실행할 필요가 없고 그 실행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업재편행위가 

선행해야 하고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는 일반적인 주식매수청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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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동주식 수가 5% 미만으로 감소되

는 경우에 주가는 소수주식 할인은 물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할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48) 소수주주축출 사안에서 시장가격을 이

용하는 경우, 소수주주축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되어 

있어 시작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수주주축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 공표되어 시장가격이 영향을 받고, 경영자가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경

우에는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내보낼 가능성

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749) 따라서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

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되, 소수주주축출에서 매매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될 위험성을 감안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것에 주의하여, 지배주

주의 매도청구에서의 고유의 매매가액 결정방법을 정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750)

Ⅱ. 교부금합병에 관한 개선방안  

1. 서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

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주주 보

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도 지배주주의 사익추

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허용

가 매도청구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불공정한 가격으로 축출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193), 139면;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671), 89면.   

748)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848면; 김효신,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0호(2010), 50면. 

749) 岡田昌浩, supra note 378, 102면. 

750) 동지: 공정가액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소수주주 강제퇴출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정동윤, 주석상법[회사(Ⅱ)](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7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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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이 허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

고,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한

다. 따라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서도 소수주주 보호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합병에서, 합병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① 독립된 전문적 평가인(감사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의 평

가를 받았는지, ② 종속회사가 사외이사 등 지배회사로부터 독립된 교섭

인을 뒀는지, ③ 충분한 공개와 함께, 종속회사 소수주주의 다수의 찬성

을 받았는지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751) 이하에서는 교부

금합병형에 속하는 미국의 정식합병, 공개매수+약식합병과 일본의 교부

금합병에서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방식을 참고하여, 지배주

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

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

다. 

2.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미국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대가에 불만이 있는 

소수주주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위반 및 합병 

자체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이때 미국은 정식합병을 이용한 소수주

주축출의 경우 자기거래적 성질이 있다고 봐서 엄격한 완전한 공정 기준

으로 심사한다. 이 기준은 공정 가격과 공정 거래의 두 가지 요소로 구

성되는데, 피고가 공정 가격과 공정 거래를 입증하여야 한다.

751) 田中亘, supra note 23, 7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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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대하여 소수주주

가 다투고자 한다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교부금합

병 과정에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으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

순한 교부금합병과 소수주주축출 목적의 교부금합병을 구분하지 않고, 

소수주주축출 목적의 교부금합병이라 하여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

지 않고, 입증책임도 여전히 원고에게 부과한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

래가 강제되고, 지배주주가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고,752) 따라서 그 판단기준도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753) 미국이 정식합병을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

으로 심사하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독립위원회의 협상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적게 지급할 인센티브가 있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

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충돌은 소수주주축출 이외의 합병에서도 

있지만, 독립당사자 간의 합병이라면 협상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므로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적다. 그러나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소수주주가 협상을 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합병이 실현되기 때문에, 저렴한 합병대가를 받고 회사

에서 축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협상이나 

752)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1199면. 

753) 동지: 분할합병 당사자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독립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

는 교부금의 공정성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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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있으면 완전한 공정 심사 기준에서 입증책임

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전환시켜 준다. 미국 독립위원회의 사외이사

는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여, 해당 회사의 고용인이

었던 적이 없으며, 회사의 고용인과 친인척관계가 없고, 회사 측에 어떠

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에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회사에도 고용된 적이 없고, 회사로부터 이사 봉급 외에는 어떠한 보상

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754)

Weinberger 판결 이후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대상

회사가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실무가 정착했다. 2001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소수주주축출에서, 독립위원회를 설치한 건수는 정식합병의 

경우 약 94%, 공개매수+약식합병의 경우 약 89%에 이른다.755) 교부금합

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합병대가는 지배주주와 독립위원회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합병에서 당사회사의 이사회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나,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지배주주가 대상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주

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벗

어나서 독립적으로 협상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조건을 정해서, 

소수주주는 불공정한 합병대가를 받고 축출될 수 있다. 실제로 사외이사

가 과반수 존재하는 이사회에서도 이익충돌거래에 제동을 거는 일은 거

의 없다. 이사회 기능 부전의 원인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이 단

골로 지적되고 있다.756) 따라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로 하여

금 지배주주와 협상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54) 김홍식, “개정상법상 현금지급합병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1권 제4호(2011), 260

면. 

755) Guhan Subramanian, supra note 25, at 44. 

756) 김건식, 전게논문(각주 663),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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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의무 강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수주주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소수주주는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지배주주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

는 것이다.  

일본에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 본래 입법 목적과 다르게 소수주

주축출에 널리 이용되었으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소수주

주축출은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회

사법은 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성을 해

소하고자 하고자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하기 위한 개정

을 하여,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에 사전공개(회사법 제171조의2, 

제182조의2)·사후공개(회사법 제173조의2, 제182조의6)를 도입해서 정보

공개를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합병의 경우 정보공개는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상법 제

522조의2), 합병계약의 요령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상법 제522조 

제2항)가 있고,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

출(자본시장법 제134조)이 있지만,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 

별도의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공

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Pure Resources 판결이 요구하는 공개내

용(평가서의 요약)과 SEC규칙 13e-3에서 요구하는 공개사항을 참고로 

해, 보다 충실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757)

757) 교부금합병에 관한 정보로서 그 목적, 이유, 시기, 손익에 관한 사항, 교부금합병의 불가피

성, 기타 거래의 공정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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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 

(1) 서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는 교부금의 공정성이 문제된

다. 모자회사 사이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는 모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가격산정 시기와 

기준을 정하고 이에 터 잡아 매수가격이 정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법원이 모자회사 사이의 거래나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가 관여한 관계자 

사이의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관계자 거

래와 다른 취급을 할지 의문이 많다.758)

교부금합병의 목적을 넓게 허용하면 결국 소멸회사 주주의 이익을 담

보할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의 공정성이다. 그러나 상법은 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759) 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가치에 상응하여 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치평가와 

비슷한 문제를 낳는다.760) 지급대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합병에서와 

같이 주식의 시장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은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

려우므로, 미국의 델라웨어가중평균방식과 같이 주식의 순자산가치, 수

익가치, 시장가치 등의 순으로 가중치를 두어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761)

다만 주식매수청구에서 반대주주는 자발적으로 거래를 선택한 것에 

비하여, 소수주주축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가 강제되고, 

지배주주가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

이라는 견해도 있다.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650), 245-246면. 

758)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64면. 

759)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671), 89면; 김효신, 전게논문(각주 749), 54-55면. 

76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757면. 

761)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650), 245-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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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762) 따라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의 고유의 교

부금 산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교부금 산정에서 문제

되는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합병시너지 반영 여부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분, 즉 합병

시너지를 반영해야 할지 문제된다. 

학설은 견해가 나뉜다. 합병시너지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63) ㈀ 소수주주가 그 의사에 반해 축출되어 합병시너지에

의 참여가 봉쇄되는 점, ㈁ 회사법적 규율은 무엇보다도 합병대가의 공

정 확보에 놓여야 하는 점, ㈂ 합병시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합병대가를 

교부하면 축출되는 소수주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치상승으로 인

하여 동일한 수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 지배주주가 소

수주주를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한 지나친 유인을 차단하기 위

해서도 시너지 효과의 공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축출되는 소

수주주 중에 합병에 반대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수주

주에게는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

로 풀이해야 한다는 점764)을 논거로 든다. 

반면에 합병시너지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

다.765) ㈀ 합병시너지는 소멸회사가 아닌 존속회사의 합병 후의 경영에 

달려 있다는 점, ㈁ 축출되는 소수주주에게 합병이 없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이익에 참여할 권리까지 부여할 것은 아니라는 점, ㈂ 시너지 효

과에 따른 이익을 매수가격 산정에 포함시키면 소수주주에게 과도한 보

762) 송옥렬, 전게서(각주 580), 1199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각주 3), 757면. 

763) 권기범, 전게논문(각주 653), 153-154면;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725), 73면; 육태우, 전게

논문(각주 558), 77-78면.

764)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725), 73면.

765)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52-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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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의 시도를 

위축시킨다는 점766), ㈃ 합병시너지를 반영시키면 주식매수청구 사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767)을 논거로 든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식매수청구 절차에서 법원이 합병의 달성이나 

합병에 대한 기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제외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치

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68) 그러나 뉴욕주는 1982년에 합병

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배제한다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였다.769) 델라웨

어주 대법원도 Weinberger v. UOP, Inc. 사건에서 법 개정 없이도 뉴욕

주의 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위 법조항을 해석하였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합병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변화를 배제하는 것은 오직 합

병의 달성이나 기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가 투기적일 때로 한정되고, 미

래 가치가 합병일자로 이미 알려졌거나 증명될 수 있으며 투기의 산물이 

아니라면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70)

1984년에 개정된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배

제가 불공정하지 않다면’이라는 단서를 배제 조항에 추가하여, 합병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배제하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배제 조항을 적

용하도록 하였다.771)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법은 소수주

주축출 상황에서는 가치 상승이나 가치 하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

다고 봐서 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772)

일본 대법원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서 주식매수가격으

766) Frank H. Easterbrook,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at 145;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91 Yale L.J. 698 (1982), at 72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가액의 경우 반대주주로 하여금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과다한 

보상이므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노혁준, 전게서(각주 739), 616면. 

767)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52면. 

768) Del. Code Ann. tit. 8, § 262(b)(h). 

769) 1982 N.Y. Laws 202 § 9; Cawley v. SCM Corp., 530 N.E.2d 1264, 1267 (N.Y. 

1988). 

770)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713 (Del. 1983).

771) REVISED MODEL BUSINESS CORP. ACT § 13.01 (1985). 

772) R.S.B.C. ch.59, § 231(5) (1979)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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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공정한 가격’은, 조직재편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재편의 승인결의가 없었더라면(なかりせば) 해당 

주식이 가지고 있었을 가격인‘없었더라면(なかりせば) 가격’이 되고, 

조직재편에 의해 시너지가 생겨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직재

편에 따른 기업가치증가의 공정한 분배분도 반영한 가격인 ‘시너지 반

영가격’이 된다고 하였다. 개정된 회사법 조문도 조직재편이 시너지의 

발생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조직재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의 공정한 분배분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있다. 

실무상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도 합병에 의한 기업가치의 증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773) 하지만 시너지를 포함하

는 가격의 산정은 구체적으로, ㈀ 종래의 실무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

하고, ㈁ 다음으로 해당 합병비율에 따라 시너지의 분배를 하는 것이 적

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 시너지에 의한 기업가치의 증가액을 예상

해, 그 현재가치를 합병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작업을 통해 할 수 있

다.774)

우리나라 판례는 영업양도에 관한 주식매수청구 사건에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775)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의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합병

가액을 산정함으로써776) 합병의 시너지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

고 있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부금합병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교부금에 합병시너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다수주주가 회사의 사업방향을 변경하려고 하고, 소수주주가 반대해서, 

773) 江頭 憲治郎 外 5, supra note 439, 57-59면.    

774) 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 編, アドバンス新会社法(商事法務, 2006), 778면.

775)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병합) 결

정. 

776)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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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너지를 배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새로운 사업방향에 동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합병이 가져오는 시너지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갖

지 않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축출되는 경우에 시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

(oppression of the minority)이 될 수 있다.777) ② 일반적인 합병에서 주

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소수주주축출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부금에 합

병시너지를 반영시키면 주식매수청구 사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

은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③ 소수주주축출에 교부금합병이 이용되

는 경우는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과는 거리가 멀므로, 시너지를 포함시

키면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소수주주축

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④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와 일본 

회사법은 소수주주축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시너지

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⑤ 우리나라의 위 판례와 자본시방

법의 규정은 소수주주축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합

병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소수주주축출 상황에서는 달리 판단하거

나 해석되어야 한다. 

(3) 소수자 할인과 시장성 할인 적용 여부 

소수주주축출을 위한 교부금합병에서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 법원이 소수자 할인이나 시장성 할인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감액해야 할지 문제가 되었다. 소수자 할인(minority discount)은 금융상 의

미와 법률상 의미가 있다. 금융상 소수자 할인이란 지배권을 수반하지 않

777) Robert B. Thompson,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Appraisal's Role in 

Corporate Law”, 84 Geo. L.J. 1 (1995), a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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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받는 것을 말한다.778) 법률상 소수자 

할인이란 회사 내 소수자 지위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산정

한 기준 값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779) 할인율은 기준 값에 대한 백

분율로 표시되는데, 미국 법원은 5%에서 많게는 35%의 할인을 인정했

다.780) 시장성 할인(marketability discount)이란 주식의 유통성 부족을 반영

하여 주식가치를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781)

델라웨어주 법원은 소수자 할인을 적용하면 소수주주에게 단지 지배권

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다수주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

게 되므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782)

뉴욕주 법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비자발적인 해산에 의한 주식매수

(buyout) 사안에서 소수자 할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783) 전미

법률가협회(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도 소수자 할인과 시장성 할인을 허

용하지 않는다.78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부금합병이 소수주주축출에 이용되는 경우 교부

금 산정에서 소수자 할인이나 시장성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

다 할 것이다. ① 소수주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

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축출되는 경우에 소수자 할인이나 

778) Shannon P. Pratt et al., Valuing a Business, (McGraw-Hill Education, 1996), at 

304-305. 

779) J.A.C. Hetherington & Michael P. Dooley, “Illiquidity and Exploitation: A Proposed 

Statutory Solution to the Remaining Close Corporation Problem”, 63 Va. L. Rev. 1 

(1977), at 6; Zenichi Shishido, “The Fair Value of Minority Stock in Closely Held 

Corporations”, 62 Fordham L. Rev. 65 (1993), at 82-83.

780) Stanton v. Republic Bank, 581 N.E.2d 678, 681-83 (Ill. 1991); Perlman v. Permonite 

Mfg. Co., 568 F. Supp. 222, 226 (N.D. Ind. 1983), aff’d,734 F.2d 1283 (7th Cir. 1984); 

John C. Coates IV, supra note 57, at 1262-1263. 

781)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ASA Business Valuation Standards, https://www.appr

aisers.org/docs/default-source/discipline_bv/bv-standards.pdf?sfvrsn=0.

782) Cavalier Oil Copr. v. Hartnett, 564 A.2d at 1145 (Del 1989). 

783)  Blake v. Blake Agency, Inc., 107 A.D.2d 139, 486 N.Y.S.2d 341 (1985);In re

Fleischer, 107 A.D.2d 97, 486 N.Y.S.2d 272, (1985); Brown v. Allied Corrugated Box 

Co., 91 Cal. App. 3d 477, 154 Cal.Prtr.170(1979). 

784)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7.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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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할인을 반영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oppression of the 

minority)이 될 수 있다. ②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

우에 시장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통성 부족은 소수주주가 

그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배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여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785) ③ 할인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어차피 소수주주가 

직접 매각해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축출의 본

질상 소수주주가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수주주의 의사에 따라 

축출이 이루어지므로 소수주주가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직접 비교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786) ④ 지배주주의 존재나 시장거래의 부

족으로 인한 주식의 가치 감소 정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⑤ 소수자 할

인이나 시장성 할인은 시장가격에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우리 법원은 주식

의 매수가액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격에 구속되지 않고, 시장가치방식, 순

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4) 교부금이 공개매수가격과 같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매수에 의하여 의결권의 다수를 취득한 후 교부금합병을 하는 경

우, 교부금이 공개매수가격과 같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합

병대가가 공개매수가격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787) ㈀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 등과 

같이 공개매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공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788),  ㈁ 공개매수와 교부금합병에서 대가를 

785) Robert B. Thompson, “Corporate Dissolution and Share-Holders’ Reasonable 

Expectaions”, 66 Wash. U. L.Q. 193 (1988), at 235. 

786) 노혁준, 전게논문(각주 3), 257-258면; 소수주주들이 회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

하여 축출당하는 것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육태우, 전게논문(각주 

558), 80면. 

787) 권기범, 전게논문(각주 653), 154면;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725), 78면. 

788) 송종준, 전게논문(각주 725),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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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급하는 것이,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를 개선함으로써,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로의 기업지배권 이전을 활

성화시킨다는 점789)을 논거로 든다. 

영국 판례상 회사법의 강제매수에서 90% 이상의 주주가 승낙한 공개

매수 청약 대가는 공정하다고 추정된다. 독일의 유가증권취득․인수법상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에서 공개매수 대상이었던 기본자본의 95%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제공된 대가는 적절

한 보상으로 간주된다. 

소수주주축출에서는 공개매수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고, 공개매수

자와 대상회사 주주 간에 이익충돌이 있고 공개매수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비록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가 많았

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가격을 공정한 가격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이다.790) 다만 공개매수의 강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공개매수 후

에 교부금합병으로 축출되는 소수주주에게는 공개매수가격과 적어도 같

은 액수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합병대가가 공개매수가격과 같

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해야할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791)

따라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을 하는 경우, 공개매수가격이 합병대가

의 하한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개매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면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더 높은 가격이 합병대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안 구별의 필요성

합병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공정한 가

789)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supra note 767, at 727. 

790) 공개매수자와 청약 대상주식의 주주 간 정보비대칭 때문에 공개매수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片木晴彦,　「企業組織再編」,　森淳二朗‧上村達男 編,　会社法における主要論の評

価(中央経済社, 2006),　147면. 

791) 공개매수+약식합병은 소수주주들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지게 해서, 주

식에 대해 최적의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수락하도록 강요하게 할 수 있는 강압성이 있다. In 

re Pure Res., Inc., S'holders Litig., 808 A.2d 421, 439-41 (Del. Ch. 2002).



- 291 -

액’을 결정하면서, 독립당사자 간의 합병과 소수주주축출 목적의 교부

금합병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지 문제된다. 법원은 주식매수

청구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공정한 가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는, ㈀ 합병의 당사회사가 서

로 독립된 관계에 있는 경우와, ㈁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할지 

문제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독립당사자 간의 합병에서는 각 당사회사가 굳이 자기 회사 

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주주가 그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792)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병조건이 불공정하다거나 합

병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반대주주가 소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합병은 공정하게, 그리고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전제

에 서서 ‘공정한 가액’을 결정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

으로 기준시에서의 현실의 주식가치(현실의 주식가치는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현실의 주식가치

로 봐도 될 것이다)를 ‘공정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793)  

반면에 소수주주축출을 위한 합병과 같이 합병의 당사회사가 서로 독

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익충돌 때문에 대상회사의 소수주

주에게 불리한 합병이 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법원은 우선 합병이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견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정된다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시에서의 현실의 주식 가치가 기본적으로 ‘공정

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공정한 가액’을 결정

792) 동지: 독립한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교섭을 마친 거래(이른바 arm’s length transaction)

라면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건식, 전게논문(각주 663), 86면. 

793) 동지: 대가가 공정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데, 교부금 지급 비율의 공정성 여부는 분할 

또는 분할 관련회사가 독립 당사자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분할합병이 계열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나 이익충돌거

래의 성격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후자의 경우 독립 당사자간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교부금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일 터이므로 그 결과 합의한 교부금이 공정한 가

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최문희, 전게논문(각주 28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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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기준시에서의 현실의 주식 가치를 넘는 가격이 

‘공정한 가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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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지배

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을 도입하였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

하기 위해, 먼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

리, 보다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

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

배주주의 남용위험성,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

제,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외국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의 차이, 허용

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용 

우려, 권리남용 문제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미국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

를 하며, 공개매수라는 기업인수활동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강제취득형의 90% 이

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을 허용할 현

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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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도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사전‧사후 공시절차를 마련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단 주식의 매매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매매가액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

은 단서를 규정하며,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면 소수

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주식이전의 효력이 획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고, 감정인의 독립성이 담

보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소수주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감정

인 평가절차를 개선하며,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

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무효도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소수주주축출에서 매매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될 위험성을 감

안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서의 고유의 매매가액 결정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

금합병형은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소수주주 보호장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

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에 대하여는 미국이 정식합병을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

사하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

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에 대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로 하여금 지배주주와 협상하도록 하고, 미국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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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판결이 요구하는 공개내용과 SEC규칙 13e-3에서 요구하는 공

개사항을 참고해 보다 충실한 공개를 하도록 하며, 주식매수청구와 달리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해 축출되고, 지배주주가 축출시기를 선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교부금 산정기준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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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reeze-Out

Gyoung-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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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vised company law in 2011 introduced two ways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one i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other is cash-out merger. The problem is that 

minority shareholders can suffer damage becau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order to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of private benefi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irst, we need to consider 

whether it can be allowed to use cash-out merger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It is because cash-out merger was introduced to 

facilitate corporate restructuring, wherea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was introduc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Next, we need to seek for way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 regar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and cash-out merger.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arises in freeze-out situation. Each country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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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ety of legal strategies to regulate behavior of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desired direction. A danger of abuse of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necessary legal strategies vary, depending on the 

way of freeze-out and the situation of freeze-out. The way of 

freeze-out can be divided into two ways. The one is ‘cash-out 

merger typ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freezes out minority 

shareholders by paying them money in return for their shar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the other is ‘compulsory 

acquisition typ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who owns requisite 

amount of shares acquires minority shareholders’s shares compulsorily 

at law. The situation of freeze-out can be divided into two situations. 

The one is ‘freeze-out to acquire remaining shares after tender 

offer’ where offeror freeze out remaining shareholders at the target 

company to acquire their shares after tender offer. The other is 

‘controlling shareholders’s freeze-out’ where one who already 

controls company freezes out minority shareholders. Each of two ways 

can be in two situations, so there can be‘cash-out merger after 

tender offer type’, ‘controlling shareholders’s cash-out merger 

type’, ‘compulsory acquisition after tender offer type’and 

‘controlling shareholders’s compulsory acquisition type’. This paper 

examines statutory law and case law of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this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Delaware court applies strict entire fairness 

standard to judicial review of long-form cash-out merger, and it applies 

less strict business judgement rule to short-form cash-out merger after 

tender-offer. In the United Kingdom,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s shares requires acceptances of 90% in value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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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hich the offer relates. And elimin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pursuant to a scheme of arrangement requires the approval at the 

class meetings and the sanction of the court. In Germany, Section 

327(a)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AktG) requires controlling 

shareholder to own 95% or more of a company’s legal capital and go 

through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nd Section 39(a) 

of the Securities Acquisition and Takeover Act(WpÜG) requires 

implementing tender offer and holding not less than 95% of a 

company’s legal capital. In Japan, Section 179(1) of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requires controlling shareholder to hold not less than 

90% of the voting rights and get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frozen out pursuant to Section 

171 of the Act, ex ante and ex post disclosure of information 

procedure and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ask the company to stop 

the acquisition were introduced in revision of the Act in 2014. And the 

purchase price in the section of appraisal right turned into ‘fair 

price’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Act in 2005.      

It can be said that Unlike German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takeover activity had been active so the 

freeze-out way that was related to takeover activity w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Unlike German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rporate ownership had been widely held, so the 

freeze-out way that did not require owning large amount of shares w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in the United Kingdom regulation of 

takeover had been designed in shareholder-friendly direction, likewise 

the freeze-out way that was also designed in that direction was 

developed. But It can be said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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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akeover had not existed, so the court had come to regulate it, 

likewise the regulation of freeze-out did not exist, so the freeze-out 

way that was also regulated by the court w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Germany, the 

takeover activity has not been active so the freeze-out way that is 

unrelated to takeover activity has been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Germany, 

corporate ownership had been concentrated, so the freeze-out way that 

required owning large amount of shares was developed. And it can be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d different views of 

essence of share, so in Germany, the freeze-out way that required 

owning large amount of shares was developed.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d different ways of 

regulation, so in Germany, the freeze-out way and the regulation of it 

were prescribed in the law beforehand, but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ze-out way was not prescribed in the law and freeze-out became 

regulated by the court afterwards.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out merger type’ 

among cash-out merger should not be allowed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his type, it can be said that a danger of abuse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most high, even shareholder who owns not 

large amount of shares can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provided. It is in 

contrast to strict regulation of foreign countrie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out merger type’ and revision of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It is short of realistic necessity to allow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out merger type’. It can be used to circum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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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of owning not less than 95% of shares.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reverse stock split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can be abuse of a majority vote. On the other hand, ‘cash-out 

merger after tender offer type’ can be allowed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his type, it can not be said that a danger of abuse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high. In the United States, Delaware court 

applies less strict standard of judical review to short-form cash-out 

merger after tender-offer. Takeover activity, that is tender offer can 

create a synergy. It can be seen that acquiring not less than 90% of 

shares through tender offer is similar to meeting the requirement of 

owning that amount of shares in the‘compulsory acquisition type’. It 

is not short of realistic necessity to allow ‘cash-out merger after 

tender offer type’. 

The following are way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improv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to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of private benefi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ose are providing ex ante and ex post disclosure of 

information procedure, allowing exception to the rule that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have to sell their shares in given period, 

reforming the time when transfer of shares takes effect, improving the 

assessment process by appraiser, providing procedure for settlement of 

dispute, and establish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purchase price. In 

principle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out merger type’ should 

not be allowed but if way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re 

provided, it could be allowed to use. ‘Cash-out merger after tender 

offer type’can be allowed but the problem that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provided also exist. The following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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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improve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out merger type’and‘cash-out merger after 

tender offer typ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ose ways are 

introducing strict standard of judical review, imposing negotiation with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strengthening disclosure duty, and 

establish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merger consideration in cash-out 

merger. 

Key words : freeze-out, the conflict of interest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cash-out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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