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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합병(M&A) 거래

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도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수많은 M&A 거래가 이루어졌고, 학계의 관련 연구나 실무계의 실무 경

험도 충분히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의 M&A 현실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

로 회사법 상 M&A 관련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좋

은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거래의 대부분이 지배지분의 사적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합병은 계열회사간 거래에는 많

이 활용되지만,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적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배지

분 사적거래 방식의 주식양수도 거래에는 회사법이 소액주주 보호와 관

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인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야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우리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제도는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에서 소액주주의 부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를 살펴 보면, 거래형태를 막론하고 인수회사의 소액주주와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보호의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인

수회사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대상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오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지배주주의 제국 건설, 인수회사 이외의

계열회사를 위한 인수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대상회사 소액

주주는 지배주주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유 주식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지배지분 사적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거래의 인수회사

나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

사법은 별다른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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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나 인수회사 입장에서 경제적 실

질은 거의 같으므로, 인수회사 입장에서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적절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변경 시 소액주주가 자

신의 보유 지분을 시가에 인수회사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청구

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상회사 소액주주는 기존 지배주주의 경

영능력과 사적이익 추구 성향을 보고 투자하는데, 경영권 거래를 통해 지

배주주가 바뀌면 투자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경영권 거래 전

의 가격에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

게 하면 소액주주는 새로운 지배주주가 향후 자신의 주식가치를 감소시

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되고, 인수회사 입장에

서도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지 않

으므로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들을 도입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

M&A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액주주 매수청구권보다 더 강력한 의

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EU 국가들에서도 이로 인하여 M&A 거래가

적다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대상 거래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실제 그 대상이 되는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 구축은 회사의 자금조달비

용을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지배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소액주주 보

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M&A 시장과 투자자 보

호 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기업인수합병, M&A, 지배주주, 소액주주, 사적이익, 의무공개매수, 

주식매수청구권

학번: 2006-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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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합병(M&A) 거래

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도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M&A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1 실무계에서

도 미국의 관련 계약서나 절차를 참조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우리나라

만의 M&A 실무가 정립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지난 20년간

수많은 M&A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풍부해졌다.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삼각합병이나 교부금합병과 같은 다양한 M&A 제도들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M&A 거래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보호 제도만큼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 4.에 시행된 의무공

개매수 제도가 1년만에 폐지된 것과,2 2012년 시행 개정 상법 등을 통해

소규모, 간이 조직재편에 대한 규정이 정비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소액주

주 보호 제도의 기본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합병

이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 소액주

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 반대주주에

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3 지배주주는 보유 지배지분을 사적 거

래(private sale of control)를 통해 인수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수회사나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배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대상회사 소액주주에게는 아무런 보호

수단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M&A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정

립된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1 학계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시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6호 (2011) p. 134 참조.
2 1998. 2. 24. 개정 전 증권거래법 제21조 제2항.
3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외환위기 1년 전인 1996. 10. 1. 시행된 구 상법(법률

제5053호, 1995. 12. 29.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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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M&A 거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

어졌고 소액주주의 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제도는 소액주주를 적정하게 보호하는가?  혹시 소액주주를 과다

보호하여 M&A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지배주주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소액주주를 과소 보호하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결국 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

지는 않는가?  본 논문은 우리 상법의 M&A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과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

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M&A 거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s)가 지배지분의 매매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된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이루어진 독립 당사자 간 경영

권 거래 총 888건 중 80.5%에 해당하는 715건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4  이러한 현상은 거래규모가 클수록 더 심해지는데, 위 기간

동안 매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경영권 거래씩 총 50개 거래

를 살펴 보면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양수도 거래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47건이 지배주주가 보유 지배지분을 사적 거래를 통해 인수

회사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5

특히 합병은 독립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내부조직재편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총 751건의 합병 거래 중 계

열회사가 아닌 독립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병 거래는 단 14건(1.3%)에

불과하다.6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거래의 대부분이 지배지분의 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II. 

1. 다. (2) 참조.
5 위 기간 중의 경영권 거래를 공시자료, 신문기사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II. 1. 다. (2) 및 논문 말미의 부록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II. 1. 가. (2) 및 부록 참조.  공정거래법 상 합병

거래는 독립당사간 거래인지 계열회사 간의 거래인지를 불문하고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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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M&A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지배주주가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변화하고, 무리한 M&A 과정에서 인수회사의 재무상황이 악

화되어 인수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상법은 주식양수도 거래 과정에서의 인수회사나 대상회사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사실상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

니 우리나라에서의 M&A 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은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8 매각 절차 관련 입찰보증금 반환청구 등 분쟁9과 같

이 양도인과 인수인 간의 계약의 해석이나 매각 절차에 관한 내용이 거

의 대부분이다. M&A 과정에서 대상회사 소액주주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M&A 거래를 촉진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미국이나 EU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법이

M&A 거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배지분의 사적거래에

의한 주식양수도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바탕을

                                        
7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45
8 인천정유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판결), 경수종합금융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나34776판결), 대우건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07931 판결), 경남제약 사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51571판결), 티켓링크 사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83067판결) 등 알려진 판례만 해도 20여건에 달한다.  이 분야에 대한

논문도 허영만, "M&A계약과 진술보장조항", BFL 제20호 (2006); 천경훈, 

“진술보장조항의 한국법상 의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35호 (2009); 

김상곤,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새로운 쟁점", 상사법연구 제32권 2호 (2013); 

김태진,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 

고려법학 제72호 (2014); 강진구,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BFL 제67호(2014); 이준기, "진술 및 보장 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악의의

법적 효과 - 샌드배깅에 관한 고찰" BFL 제68호(2014) 등 수십여 편에 달한다.
9 역시 건영 사건(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대우조선해양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현대건설 사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신영기업사건(서울고등법원 2011. 1. 7. 선고

2010나16009 판결) 등 알려진 판례만 해도 6, 7건 정도 된다.  이 분야의 논문도

양시경, 강은주, “M&A거래에서의 양해각서(MOU)에 관하여”, BFL 제47호(2011.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천경훈, “현대건설 매각 사건의 일지와 쟁점”, BFL 

제47호(2011.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이동진, “교섭계약의 규율 –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665호(2012. 2.), 법조협회

등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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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10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많은

M&A 거래가 지배지분의 사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양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지배지분을 사적거래를 통해 새로

운 지배주주(인수회사)에게 처분하는 경우, 양도회사, 인수회사 및 대상회

사 소액주주의 부는 어떻게 변화하고,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

터 소액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M&A와 관련한 우리 회사

법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집중하는 미국의 판례나 이론

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지배주

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다행

히도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M&A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M&A 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I.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M&A 소액주주 보

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회사법의 문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법의 소액주주보호 수단이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집중되

어 있고, 막상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거

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인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의 몇 배가 되는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경우에도 인수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양수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10 M&A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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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를 보더라도, 경영권 변동 상황에서 이사

의 신인의무나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rule)를 중심으로 소액주

주를 보호하는 미국이나 EU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

의 지배주주가 바뀌어도 소액주주들에게 아무런 회사법적 보호장치도 주

어지지 않는다.

둘째, 독립당사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과 계

열회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

이다.  독립당사자 간 거래의 경우, 인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자신에게 유

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어내면, 이로 인한 효과는 인수회사의 지배주

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누린다.  반면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인수회사와

양도회사의 지배주주가 거래 진행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수

회사와 양도회사가 독립당사자처럼 협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거래조건이 공정하지 않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소액주

주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해당 거래

가 경영권 거래인지 계열회사 간 거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형식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에게 주

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주식양수도 거래면 이러한 보호수단을 인정하

지 않는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합병 거래라도 경영권 거래에서의 지배

주주의 행동 양식과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의 지배주주의 행동 양식은 다

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에는 차이가 없다.

셋째,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정합성 문제이다.  앞서 살펴 본 것

처럼 우리나라 회사법은 M&A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주식양수도, 

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거래의 형식에 따라 이를 규율한다.  따라서 동

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 M&A 거래도 거래의 형식을 약간 변형하면 소

액주주 보호 수단이 적용되는 것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으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회사법의

M&A 관련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입법

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도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에 모

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M&A 과정에서 각 회

사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고, 어떠한 경우에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이 큰지, 어떠한 제도를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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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살핀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거

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적거래를 통한 지배지분 매각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른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살핀다.

II.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철저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M&A 관련 법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

라에서 M&A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

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M&A 법제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전반적으로 살피고(제1절), 우리나라

에서 M&A 거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

이 적용되는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와 같은 M&A 거래 유형별로 면밀하게 검토한다(제2절). 특히

최근 5개년(2012년~2016년)간 실제 어떠한 M&A 수단들이 활용되었는지

를 광범위하게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거래의 대

부분이 왜 지배지분의 사적 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지, 우리나라 현행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제3절).

제2장에서는 M&A 과정에서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 소액

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중소

기업을 불문하고 많은 회사들에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지배

주주는 회사의 경영진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넘어서, 11 직접 회사

                                        
11 지배주주는 일반 소액주주와 달리 회사 경영진을 감시(monitor)할 인센티브를

가지므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누리는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부가 감소하지만 그 대신 경영진의 존재로 인한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에서의 지배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다.  
Gilson Ronald J. and Gordon, Jeffrey 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152 U. 
Penn. L.Rev. 785 (2003); Gilson, Ronald,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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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에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배주주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갖고 M&A를 추진하는지에 따라 그 부가 영향을 받고(양도회사, 인수회사

의 경우), 만일 지배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새로운 지배주주의 경영능력이

나 성향에 따라 부에 영향을 받고 최초 해당 회사에 투자한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주식양수도 거래의 대상회사의 경우).

인수회사의 지배주주는 M&A 이후 (i) 대상회사의 주식가치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ii)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로부터 지배권의 사적이익

(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iii) 대상회사를 인수

함으로써 인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얼마나 될지, (iv) 나아가 인

수회사의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인수회사 이외의 다른 기업집단 내 회사

들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하여 M&A 거래를 추

진하고 거래 가격을 제시한다.  이 중 (i)은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인수회

사)와 소액주주가 공유하지만, (ii), (iii)는 지배주주만이 누린다.  인수회사

내에서도 (i), (ii), (iii)은 인수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공유하지만, 

(iv)는 인수회사의 지배주주만이 누린다.  따라서 먼저 지배주주 부와 소

액주주 부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제1절), 지배지분

의 사적거래 방식을 중심으로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핀다(제2절).  이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회사법이 소액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M&A에서 소액주

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입법론을 제

시한다. M&A는 (1) 거래 이후 전체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면서도 (2)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부가 적어도 감소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제도

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를 모색한다.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

주 간 대리인 문제의 양상과 대상회사에서의 그 것은 다르므로, 이를 나

누어, 먼저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적인 보호 수단인

주주총회 승인 제도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고(제1절), 다음으로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수단으로서 M&A 상

                                                                                                        
Governance: 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119 Harv. L. Rev. (2006).



8

황에서의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rule) 등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살핀다(제2절).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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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I.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1.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M&A는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

상회사의 지배주주(양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대상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인수회사)에 매각하는 거래를 생각해 보자.12   양도회사가 보유하는

대상회사 지배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매각하면, 양도회사와 양도회사

가 선임한 경영진을 대신하여 인수회사와 인수회사가 선임한 새로운 경

영진이 회사를 경영한다.  소액주주들은 양도회사와 그 경영진의 경영 능

력을 믿고 대상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매각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최초 투자 시의 지배주주나 경영진 대신 인수회사와 이들이 선임한 경영

진이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새롭게 지배주주가 된 인수회사가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면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증가하겠지만, 그렇지 않

으면 소액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된다.  인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인수

거래 구조에 따라 대상회사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

데, 이는 대상회사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대상회사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13

                                        
12 본 논문에서는 인수회사, 양수회사, 대상회사에 모두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을 기본 전제로 한다.  물론 회사가 아닌 개인이 M&A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부의 보호에

초점을 두는 만큼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3 팜한농(구 동부팜한농)의 경우 LG화학이 2016. 1. 8. 동부그룹 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팜한농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NICE 신용평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 8.에 회사의 장기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한국신용평가은 같은 해 1. 14.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다.  한국기업평가는 4. 15. LG화학에 의한 지분 인수가

완료되고 4. 25.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시되자 5. 11. 팜한농의 무보증사채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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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인수회사의 소액주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상회

사를 인수하려면 인수회사는 매매대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유보된 현금

성 자산이 풍부한 경우에야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

금 조달을 위해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인수인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다.  그 결과 인수회사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

다.  신주 발행으로 인수회사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도 있다.  

이는 인수회사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이나 변제능력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인수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수회사

의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에 대한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인수 후 시너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인수회사

기업가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인수회사의 소액주주도 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14

대상회사나 인수회사만큼은 아니지만, 대상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양도회사의 소액주주도 M&A로 영향을 받는다.  과연 적정한 가격에 대

상회사 지분을 매각하였는지는 물론, 인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간 M&A 거래(intra group 

transaction)15에서도 소액주주의 부가 변화한다. 위 주식양수도 사례에서, 

                                                                                                        
등급을 BBB에서 A로 세 단계 상향조정하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재무구조가

견실한 인수인인 LG화학의 우수한 사업적, 재무적 역량과 유사 시 팜한농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신용등급 상승 요인으로 일제히 꼽았다(NICE신용평가, 2016. 4. 

12. “LG화학의 동부팜한농 인수 계약종결에 따른 NICE신용평가의 의견”; 

한국신용평가, 2016. 1. 14. Rating Report 등).  반면 대주주가 산업은행에서

미래에셋으로 변한 대우증권의 경우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산업은행

때와 같은 안정적인 대주주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변동은 대상회사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NICE신용평가, 2016. 10. 4., “M&A 이벤트 발생시 계열 통합 Profile 및 신용의존성, 

그리고 최종신용등급의 변화 –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참조.
14 Kouloridas, Athanasios, “The Law and Economics of Takeovers – an acquirer’s 
perspective”, Hart Publishing (2008) p. 22; Black, Bernard S., “Bidder Overpayment in 
Takeovers”, 41 Stanford Law Review 597 (1989).
15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특징” 보도자료(2017. 2.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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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가 모두 동일한 지배주주의 지배 하에 있는

기업집단 내에 속해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물론 개별 회사의 필요에

따라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의도에 따

라 개별 회사의 이익보다는 전체 기업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확히는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M&A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도회사와 인

수회사가 제3자 간에 경영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처럼 매매대금이나 기

타 거래 조건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

럼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가 아니므로 계열회사

간에 M&A 거래로 지급되는 대가가 과연 공정한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

라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주주들의 부가 변화한다. 반면 대상회사에는 회

사 지배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앞서 본 경영권 거래에 비해 대상회사 소

액주주가 입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2. M&A와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

문제는 이러한 소액주주 부의 변화가 소액주주의 선택이 아닌, 

지배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대

리인(agent)인 지배주주가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본인(principal)인 소

액주주에게 미친다.  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전체 주식가치를 증대시

키기 위해 M&A를 하기도 하지만,16 회사의 전체 주식가치가 비록 감소하

                                        
16 조직재편의 동기 내지 효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은 시너지 효과나

거래비용 감소 등이다.  M&A가 이루어지면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간 중복되는

조직을 정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Bradley, Michael; Desai, Anand; and Kim, E. Han, “Synergistic Gains from Corporate 
Acquisitions and Their Division Between the Stockholders of Target and Acquiring Firms, 
Journal of Finanacial Economics 21 (1988) p. 3~49; Weston, J. Fred; Mitchell, Mark L.; 
Mulherin, J. Harold, “Takeov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4th edition, 

Pearson, p. 134, 135.  기업인수로 경영권이 변경되어 무능한 경영진이 유능한

경영진으로 교체되면 역시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무능한 경영진을

징계한다는 의미에서 징계적 동기(disciplinary motive)에 의한 조직재편이라고

한다.  Manne, Henry G., “Mer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 (1965), p. 110~120; Alchian, Armen A. and Demsetz, Harold,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 (1972), p. 77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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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추진하기도 한다. 지배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으로 인하여 지배주주-소

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가 많은 미국에서는 M&A 과정에서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 즉 경영진(agent)-주주(principal) 간 대리인 문

제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인수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보수를 늘리고 해임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M&A를 한다든지(이른바

제국건설, empire building)1718,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M&A 상황에서 주주

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M&A 추진 여부나 인수인 결정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19와 같은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

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

니다.  그렇지만 지배주주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

                                        
17 인수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업 규모를 확대하여

일종의 포트폴리오식 경영을 하고(이른바 intra-firm diversification), 이를 통해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면 주주들에 의해 해임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이른바 경영자 참호 가설,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또한

기업인수를 통해 더 많은 회사를 관리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액을

높이거나 다량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용이해

진다.  Shleifer, Andrei; Vishny, Robert W., “Management Entrenchment: The Case of 
Manager-Specific Investments”, 25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3 (1989); Bainbridge, 

Stephen M., Mergers and Acquisitions, Foundation Press (2003), 50면, 51면 참조.
18 이러한 포트폴리오식 경영(소위 문어발 경영)으로 경영자의 리스크는

낮아져서 경영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주주가치는 이로 인하여 오히려

낮아진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로는 Amihud, 
Yakov and Lev, Baruk, “Risk Reduction as a Managerial Motive for Conglomerate Mergers”, 
12 Bell Journal of Economics 605 (1981); Mason, R. Hal and Goudzwaard, Maurice B., 
“Performance of Conglomerate Firms: A Portfolio Approach”, 31 Journal of Finance 39 
(1976).
19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 경영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상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주주들에게 더 높은

주식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인이나 향후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수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인수 거래 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거나 좋은 퇴임

조건을 제공하는 인수인을 선택할 유인을 갖는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기업인수

관련 판례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도 이러한 대상회사에서의 경영진–주주 간

대리인 문제이다.  유명한 Unocal이나 Revlon 같은 판례들은 모두 M&A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인의 인수 제안을 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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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이른바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20 지배주주가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

에 그치지 않고, 지배주주 및 그 가족이 직접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

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등기

이사 등 회사의 공식적인 직책을 갖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진은 지배주주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 정도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배주주-소액주주간 대리인 문제와 경영진-

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수회사의 지

배주주는 회사에 추가적인 현금이 있는 경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

에게 비례적으로 현금을 배당하기 보다는 이를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에 사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유인을 갖는다. Jensen 교수

는 회사에 자유로운 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를 활용하여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1970년대 미국 석유회사들이 남아도는 현금으로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각종 다각화 M&A를 추진한 사례를 그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우

리나라 회사의 지배주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21  실제로도 일부

재벌 기업들의 경우 회사의 수익성을 최대화하여 배당금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M&A를 통해 자산 규모를 늘리고 재계순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곤 하였고 이는 위에서 살펴 본 제국건설 등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사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행

위보다는 회사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거나 상

승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된다.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도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M&A 

거래 이후에도 대상회사에 남게 되는 소액주주의 부에 도움이 되는 인수

회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보유 지분을 가장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인수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선택하게 된다.  게다가 M&A 시 인수회사

                                        
20 La Porta, Rafael; Lopez-de-Silanes, Florencio; Shleifer, Andrei,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 (1999); 송옥렬, “경영권방어와 의무공개매수”,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9-1), 박영사 (2009).
21 Jensen,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May 1986, p. 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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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매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변경

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은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배주주가 양 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비율이 높은 회사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산정할 유인을 갖는다.  이와 같이 대가가 공정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

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게 된다.

3. 회사법 개입의 필요성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액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본인들이 과도한 감시 비용(monitoring cost)을 들여야 한

다면 그만큼 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소유와 경영

의 분리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치라는 회사의 근본 목표 자체가 흔들리

게 된다.  특히나 M&A에서는 회사 구성원들 부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무리한 M&A를 통해 견실한 기업이 흔들리

거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사례들이나, 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진 사례

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리인 문제를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해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회사 정관과 같은 자치법규를 통

해서도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합병비율

이 불공정하게 산정되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조문을 두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이 법률에 규정을 두는 대신에 회사 정

관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거나, 투자자가 최초 투자 시에 지배주주와

협상을 하여 회사가 합병과 같은 중요한 조직재편을 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는 지분을 회사에 처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put option)을 갖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면, 구태여 상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22  

                                        
22 유명한 The Anatomy of Corporate Law의 저자들은 회사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을 열거하는데(법인격, 주주유한책임, 지분의 이전 가능성, 경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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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만 대리인 문제를 규

율하면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일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비

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계약을 협상하는 당사자들의 역량이나 투입하

는 비용 등에 따라 그 효율성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소액

주주와 같이 본인(principal)의 수가 많고 서로의 위험 선호도(risk profile)

가 다른 경우에는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

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이 협상을 통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는 것 자체

가 쉬운 일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의 실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주주 분산 등의 문제로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적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회사법이 일종의 표준 계약을 제

시함으로써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23 24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는 법률이라는 표준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규정 해석에 대한 예

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법률의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역할로

볼 수도 있다.25

                                                                                                        
투자자 소유권) 이 중 법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도 성취될 수 있고, 반드시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 Edward Rock,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nd

edition, Oxford (2009), p. 19 이하.
23 이러한 점에서 회사법의 목적은 거래비용,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국 자본동원비용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2006), p. 474.
24 Richard Posner는 이러한 회사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An 
efficient corporate law is not one that maximizes creditor protection on the one hand or 
corporate freedom on the other, but one that mediates between these goals in a fashion that 
minimizes the costs of raising money for investment.”  Posner, Richard, “The Right of 
Creditors of Affiliated Corporations”, 43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499 
(1976).
25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 Edward Rock, 앞의 책(주 2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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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1. 거래 당사자 별 대리인 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입법례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회사법

이 M&A에 개입하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M&A는 지배주주의 주도 하에 진행되므로, 회사법의 이해관계 조정 수단

들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 

M&A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어떠한 수

단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M&A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에

따라 대리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인수회사에 보유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private sales of control)를 생각해 보자.

(1) 위 주식매매 거래의 당사자는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이다.  양

도회사의 지배주주/경영진과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경영진은 해당 M&A를

진행할지 여부, 매매대금 등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은 어떻게 정할지

등을 협의한다. 양 회사가 합의를 하면 그 조건에 따라 M&A가 진행되

는데, 그 효과는 각 회사의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미치게

된다.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의 이러한 M&A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 어

느 기계 설비를 도입할지, 구매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 노

지배주주 소액주주

양도회사

지배주주 소액주주

인수회사

대상회사

소액주주
지배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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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과 어떻게 협상을 할지 등과 같이 회사가 상시적으로 하는 다른

의사결정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잘못된 의

사 결정을 할 경우 그 영향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모두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주주/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소액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같이 회사법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소액

주주보호 수단들을 M&A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반면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는 상황이 다르다. 주

식양수도 거래는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인 양도회사와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상회사가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여

M&A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상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보호수

단으로는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

기 위해서는 M&A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소액주주 보호수단이 필

요하다.

(3) 만일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다른 취

급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간의 M&A거래는 기본적으로 자기거래(self-

dealing)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자기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의 공

정성이나 절차의 공정성과 같은 요건들이 요구된다.26  다만 M&A 과정에

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명시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M&A에 특유한 기준들이 적용되기도 한다.27  한편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상회사 지배권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는 않기 때문에 대상회사 소액주주에게 별다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권 거래에서와 달리 특별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거래 상황이나 당사자에 따라 대리인 문제의 양상이

                                        
26 Clark, C. Robert, “Corporate Law”, Aspen (1986) p. 167.  
27 미국의 경우 모자회사 합병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명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entire fairness test를 통해 해당 거래가 fair price, fair 

dealing의 두 가지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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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 수단도 (1) 경영권 거래에서의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 (2) 경영권 거래에서의 대상회사, (3)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이하 M&A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해관계 조정 수단들을 유형

별로 검토하자.

가.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의 소액주주 보호 수단

대리인 문제는 (a) 대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고, 

(b)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대

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a) 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행동

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방법과 (b)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자신의 부

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조정 수단도 위 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즉 (a) 지배주주/경영진(대리인)의 M&A 거래 관련 의사결정에

소액주주(본인)이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두는 방

법과28 (b) 지배주주/경영진(대리인)의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소액

주주(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자신의

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29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에서 사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도 위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의사결정 개입 방식

                                        
28 Anatomy of the Corporate Law에서는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 Edward Rock, 

앞의 책(주 22), p. 39 이하.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는 각각 의사결정

개입(decision rights) 전략과 대리인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대리인

제약(agent constraints)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9 마찬가지로 위 기준에 의하면 본인이 기회주의적 대리인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탈출 전략(exit strategy)이라고 볼 수 있다.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 Edward Rock, 앞의 책(주 2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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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적 방식(ex ante)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당 M&A 거

래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합병이나 중요한 자산의 영업양수도

를 실행하기에 앞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게 하면, 지배주주가 주주총

회 승인을 위한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가 아닌 한 소액주주의 동

의가 있어야만 해당 M&A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  지배주주는 소액주주

를 설득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를 소액주주에게 제공하게 되고 소액주주

는 지배주주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지배주주가 기회주의적인 행

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소액주주들에게 M&A 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법

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감시

(monitor)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해당 M&A 

거래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법은 합병계

약서, 주식 배정과 관련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

익계산서 등 자료를 주주총회 결의 2주전부터 합병무효의 소 제소기간인

6개월까지 본점에 비치하게 한다(상법 제522조의2).  상장회사의 경우 주

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6호, 7호).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M&A 거래 조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도 주권상

장법인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

가를 받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30  M&A 거래를 추진하는 이사/지

배주주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거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보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일정한 산식에 따라 거래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

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방식이다.31  거래대가의 과다는 소액주주 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 소액주주 부가 리스크에 노출

                                        
30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제176조의7 

제7항.  EU 제3회사법지침은 합병조건의 공정성에 관하여 제3자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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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도를 줄인다.

주식평등의 원칙도 거래조건과 관련한 의사결정 자체에 회사법

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의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모두 소유 주식 수에 비례

하여 같은 종류와 같은 수의 주식을 대가로 받는다.  일부 주주에게 현금

을 교부하고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조건 등에 법률이나 정관 위반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로서는

M&A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각종 금지가처분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b) 사후적 방식(ex post)

이상의 사전적(ex ante) 조치와 비교하여, 사후적(ex post)으로 해

당 M&A 거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방법도 존재한다.  합병무효의

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M&A 거래를 결정하고 추진한 이사/지배주주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M&A 거

래 시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면, 이러한 내용은 이

사들이 M&A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시 사전(ex ante)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standard)이 된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대상회사 이사의 행

위와 관련한 각종 판결들은 이러한 사전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

(2) 경제적 효과 선택 방식

(1)에서처럼 회사법이 M&A에 관한 이사/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M&A 거래의 진행 자체가 좌우될 수

있다.  지배주주 및 이사들은 소액주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

하여 M&A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하는데, 회사

법에 따라 소액주주가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 있게 하면 효

율적인 M&A 거래까지 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어떠한 M&A 거래

가 전체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

할 수 밖에 없고, 주주들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성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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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해당 M&A 거래를 반대할 경우 해당

주주뿐만 아니라 M&A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주주들까지도

M&A 거래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단체법적

의사결정의 특성 상 의사결정 단계에서 회사법이 개입하여 M&A 거래 자

체를 좌절시키거나 이미 완료된 거래를 소급하여 취소하게 하면 이러한

획일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는 이사/지배주주에 의한 M&A 거래 의사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이러한 경제

적 효과를 받지 않을 권한(opt-out)을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주식회사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이사/지배주주에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

고 소액주주가 스스로 자신의 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합병 거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는 합병 자체를 좌절시킬 수는 없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병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 주

주는 합병 이후 자신의 부와 합병 실행 전 자신의 부를 비교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전자가 크면 합병에 찬성하고, 후자가 크면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ex ante) 사후(ex post)

의사결정 개입

주주총회 승인

정보제공/외부전문가 평가

거래대가(합병비율) 법정화

유지청구권(가처분)

선관주의의무(standard)

무효의 소

이사/지배주주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

경제적 효과

선택
– 주식매수청구권

나. 대상회사의 소액주주 보호 수단32

                                        
32 영업양수도나 합병 거래에서는 양도회사, 인수회사만 존재하고 대상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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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주식회사의 핵심 원리 중 하나다.   대

상회사의 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야 하고, 소액주주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방식도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소액주주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다른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주지하다시피 지배주주의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하되(market 

rule)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나 이사가 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standard)을 법원이 제시하는 미국식 방식과, 인수회사가 상장회사의 지

분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하는 경우 나머지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도 지

배주주의 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에 인수회사에 매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

는 유럽식 방식(mandatory bid rule)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법원이 제

시하는 기준이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한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33 후자의 경우, 소액주주로서는 기존

지배주주와 동일한 주당 가격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

니면 새로운 지배주주가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역시 위에서 본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전(ex ante) 사후(ex post)

의사결정 개입
선관주의의무(standard)

정보제공

이사/지배주주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

경제적 효과

선택
– 의무공개매수

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주식양수도 거래에만 해당이 있다.
33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가 문제되는 사례는 sales to looters나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와 같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제3장 제2절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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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M&A 거래는 M&A 거래로

서의 규율과 자기거래에 대한 규율을 모두 적용 받는다.  본 논문에서 살

펴 보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들은, M&A 거래와 관련한 일반 규정에 대

한 특례를 인정하거나, 여기에 더하여 자기거래에서의 각종 이해관계 조

정수단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한다.

먼저 일반적인 M&A 거래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

는 방법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가중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요구하거나,34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방법 등 이사회

결의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다.35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결

의 요건을 가중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소액주주 중 과반수 찬성을 받는 방법 등의 방법36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결의 요건을 적용하는 등

취급을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지

배회사나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들에게 지분 매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37

거래 조건 측면에서는 외부전문가로부터 별도의 검토를 받거나

공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거래대가의 공정성을 검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합병비율 법정화와 같이

거래 대가 자체를 아예 법률이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미국의 접근방식과 같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입증책임을 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38

                                        
34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2/3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도 밝혀야 한다(상법

제398조).
35 Entire fairness rule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독립된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로 전환된다(즉 원고가 해당 거래가 공정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 Inc., 638 A.2d 929 (Del. 1985).
36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이다.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37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GAMF) article 236-6.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II. 2. 가. (5) 참조.
38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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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입법례의 양상

그렇지만 이상에서 검토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이 각국의 회사

법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보는 주요

입법례39들은 주식분산 정도 등 회사지배구조 현실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

도와 같이 각자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제도들을 회사법에 채택하고 있다.

가.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 소액주주 보호

먼저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보면, 모든 주요 국가들

이 합병 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지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 주주총회 승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한다.  영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할지, 

어느 정도의 대규모 거래가 되어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 입장 차이가 크다.40

주식매수청구권, 즉 지배주주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투자금 환급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41  (1)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환

급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반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

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소액주주에게 부여된다.  유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회사와 소액

주주 간의 출자금 환급 대신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나 소액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수회사에 의한 의무공개매

수 의무 등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직접적인 지분 거래에 의하여 이

를 해결한다.

나.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39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은 물론,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EU 

회사법 관련 지침,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회사법의 입장을 확인한다.
40 자세한 입법례 간 비교는 제3장 제1절 I. 참조.
41 자세한 입법례 간 비교는 제3장 제1절 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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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에서 소액주주의 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주식이 분산된 미국에서는 M&A 거래 상황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한다(board supremacy).  

델라웨어주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42으로 대표되

는 미국 회사법에서는 M&A 거래 상황에서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

호할 것을 기대한다.  Unocal이나 Revlon 판결 등 여러 판결들은 M&A 상

황에서 이사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사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인수회사가 주주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통해 인수 시도를 저지할 수

있고, 만일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여러 인수희망인(bidder)

들로부터 주식 매수에 대한 제안을 받아야 하는 등 M&A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판단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43

반면 영국 등 유럽에서는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M&A 거래 상황

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주들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포이즌필 등 경

영권 방어수단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oard neutrality, no frustration 

rule).44 M&A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가 아닌 주주

                                        
4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회사법 연구에 있어서는 델라웨어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주 자료에 의하면 Fortune 500회사 중 64%가

델라웨어주를 설립지로 두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뤄진

공개회사 간 M&A의 경우 66.4%의 계약이 델라웨어주법을 준거법, 60%의

계약이 델라웨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조사대상 대상회사의 61.8% 

및 인수회사의 54.8%가 델라웨어주 회사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2012 Annual Report; Cain, Matthew D. and Davidoff, Steven M., 
“Delaware's Competitive Reach”,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2012).
43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회사가치에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는 비례원칙(proportionality test)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이후 Unitrin 판결 등을 통해 이사회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됨);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506 A.2d 173 (Del. 1986) 

(이사회가 경영권 이전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이사회는 매각 주식가치 극대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야 함).
44 영국의 경우 City Code Rule 21.1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0th Revised 
edition, Sweet & Maxwell (2016) p. 938-940 참조.  EU의 경우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rticle 9.2; 12.1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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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다.45  

이해의 편의를 위해 조금 단순화하면, 미국에서는 분산된 대상회

사 소액주주들이 제안된 M&A 거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능

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사회가 주도하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를 추진하면 된다고 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분이

덜 분산된 유럽에서는 M&A 거래와 같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주주들이 더

이상 이사회에게 권한을 위임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위임된 권한을 회

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 제도도 주지하는 것처럼 유럽 여러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에서는 도입되어 있지만, 미국 델라

웨어주나 미국 모델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우

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46

3.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 및 특징

우리나라 역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앞서 검토

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 중 일부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이

예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M&A 거래 방식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의 세 가지인데, 앞에서 본 분류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회사법의 소액주

주 보호 수단을 조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 M&A 소액주주 보호 수단>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양도회사 인수 대상 양도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EU에서의 도입과정 및 관련 규정의 설명에 관하여는 Kraakman, Reinier; 
Armour, John; Davies, Paul; Enriques, Luca; Hansmann, Henry; Hertig, Gerard; Hopt, 

Klaus; Kanda, Hideki & Rock, Edward, 앞의 책(주 22) p. 233 – 245 참조.
45 EU 공개매수 지침 도입의 바탕이 된 Winter 보고서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있다.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of 10 January 2002 p. 26 – 27.
46 각국의 도입현황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II.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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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단계

주총결의 ○ ○
○

(중요성)

○

(중요성)
× × ×

예외-소규

모

주식≤10%

반대<20%47
– 상동 상동 – – –

예외-간이 –
인수회사

지분≥90%48

모회사 지

분≥90%

모회사 지

분≥90%
– – –

거래의

무효취소
○ ○ × × × × ×

거래가격

법정화

○

(상장사)

○

(상장사)
× × × × ×

경제적 효과 귀속 조정

주식매수

청구권

○

(소규모×)
○

○

(중요성)

○

(중요성)
× × ×

의무공개

매수
– – – – – ×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존재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합병-영업양수도-주식양수도 순서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강력하다.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물론

상장사 합병 시 합병비율 법정화49 등 다양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존재

한다.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합병 무효의 소도 존재한다.50  반

면 실무에서 M&A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47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신주 및

자사주의 비율이 20% 이하, 반대주주 보유 주식이 10% 미만이면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존속회사

보유 지분이 80% 이상이면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9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5.
50 상법 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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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아무런 소액주주 보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특히 대상회사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도 인정되지 않고 의무공

개매수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 간 M&A와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 대한 규율

이 동일하다.  물론 계열회사 간 M&A의 경우 일반적인 자기거래(self-

dealing)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서 독립당사자 간 거래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M&A 상황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다.  미

국에서처럼 입증책임의 전환 기법이 활용되지도 않는다.

(3)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인정하고 주식양수

도 거래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

사하지만, M&A 상황에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도가 혼합되었

다.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

들은 M&A 거래를 추진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

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

액주주 보호 수단은 거래의 확실성을 떨어뜨리고(거래의 진행 여부가 주

주총회 승인에 의존하게 됨), 거래를 추진하는 회사에 자금 부담을 가져

오며(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자금이 지출됨), 지배주주의 동기 등이

외부에 공개되고(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일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됨), 시간 상 지연이 발생한다(주주총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전체 거래종

결 일정이 장기화됨).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지배주주로서

는 당연히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적은 거래 방식을 택할 유인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 주식양수도 거래에는 소액주주 보호 장치들이 거의

없다면 지배주주로서는 다른 효과들이 비슷하고 M&A를 통해 본래 달성

하고자 했던 경제적 목적이 거래 유형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합병보다

는 주식양수도 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당사자 간 M&A 거래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차이 때문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

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어떠한 M&A 수단이 많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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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지 및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앞서 본

우리나라 소액주주보호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M&A 거래 유

형별로 소액주주들에게 적절한 보호 수단이 제공되는지, 혹시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로 인하여 사적 거래에 의한 주식양수도 거

래와 같은 특정 M&A 거래 수단이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

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M&A 소액주주보호 수단의 문제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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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우리 회사법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와 같은 거래 수단

별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은 M&A 거래를 추진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당사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

주주로서는 되도록 이러한 부담이 적은 M&A 수단을 선택할 유인을 갖는

다.  소액주주의 부 역시 어떠한 거래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절

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 상 사용될 수 있는 M&A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

지(I.),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M&A 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M&A를 추

진하는 지배주주가 거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

는지, 특히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이러한 선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II.)를 검토하기로 한다. 

I.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1. M&A의 경제적 실질 – 목적과 수단의 구분

가. M&A의 경제적 실질

M&A는 사업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M&A

의 경제적 실질은 (1) 인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인수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보유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이를 지배하

는 데에 있고, (2) 양도인의 시각에서 보면 양도인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현금이나 인수회사의 주식과 같은

기타 자산을 그 대가로 얻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인수인이나 양도인 입장

에서 보면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등 어떠한 거래구조이든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손쉽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

하면 된다.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법적 수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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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을 인수하고 양도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51

이는 M&A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수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M&A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핵심

사항은 주로 인수회사가 대상 사업을 경영할 경우 얼마나 가치를 증대시

킬 수 있는지, 대상 사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인수 후에 시너지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발생 가능한 대규모 우발 채무는 없는지, 대상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지급하는 거래대금이 적절한지 등과 같은 M&A 

전후의 기업가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어떠한 거래 구조를 선택할지, 

거래비용이나 거래 관련 세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거래의 확실성

(deal certainty)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은 무엇인지, M&A 관련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등은 인수회사의 실무진이나 로펌, 회계법인과 같

은 자문사들의 몫이다.

거래 상대방인 양도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수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큰지, 법인세나 양도 소득세와 같은 부담은 어떤

지, M&A 계약 상 진술 및 보장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중요하다.  해당 거

래를 어떠한 법적 형태를 통해 진행할지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회사법에서 논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신주인수 등과 같은 법적 거래 형태는 사업의 인수라는 M&A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  M&A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어떠한 M&A가 사회적

으로 효율적인지, M&A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의 문제는 어떠한 법적 수단을 통해 M&A가 이루어지는지에 의하여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이보다는 해당 사업의 지배를 통해 경제적 실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즉 X라는 사업을 기존 지배주주

인 A가 지배하는지, 아니면 인수회사인 B가 지배하는지, 기존 소액주주들

은 지배주주의 변동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B는 A에게 사업 인수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지급하고 A는 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B는 사업 인

수 자금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조달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51 송옥렬, “기업인수의 대상과 그 대가의 선택”, 21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하촌 정동윤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2009), 법문사, 211-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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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A를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과 같이 회사법이

규정하는 법적 형태에 따라 접근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 수단들을

두다 보면 자칫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한 M&A를 추진하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 거래를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

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

나. 회사법의 기능 – M&A 수단의 제공

이처럼 회사법은 당사자들이 M&A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52  M&A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

이행완료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

단을 선택하게 된다.  회사법이 제공하는 M&A 거래 수단이 다양하면 다

양할수록, 당사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그만큼 M&A 거래가 성사될 가

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회사법의 중요한 역할은, 시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M&A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자본시장법 등 M&A 관련 법령들은 1990년대 후

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M&A 수단들을

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이 제공하는 각종 M&A 수단들

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의 분류

                                        
52 만일 회사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중

영업양수도 방식만이 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양도인과 인수인은 대상

사업에 관한 자산을 모두 개별적으로 이전하여야만 한다.  부동산, 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고, 채무인수 및 계약이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종 정부 인허가를 새롭게 취득해야 할 수도 있고, 

임직원들이 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회사법은 주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일되는 합병이라는 제도를 고안해 냄으로써 보다 간편하면서도 직관적인

M&A 수단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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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방법 개관

M&A 거래 수단은 (1) 인수인이 취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대상

회사 보유 자산/대상회사 발행 주식/대상회사 자체), (2) 양도인에게 지급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현금 기타 현물/인수회사 발행 주식), (3) 거래상대

방이 누구인지(양도회사/대상회사의 주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53  예

를 들어, 인수인이 대상회사로부터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양수하면

서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는 일반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  인수회

사가 대상회사와의 협상 및 대상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상회사 주

식 전부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만들면서, 대상회사 주주들에게 인수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 거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삼각합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일반합

병,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위 세 가지 기

준에 따라 우리 회사법이 제공하는 M&A 거래 수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상법 상 M&A 거래 수단>

대가 인수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 현금

거래상대방

대상
양도회사

대상회사의

주주
양도회사

대상회사의

주주

대상회사

보유 자산

포괄

승계
일반합병 - 교부금합병 -

개별

인수

대상회사가

자산을 인수

회사에 현물

출자

- 영업양수도 -

                                        
53 기존 연구들은 취득 대상이 무엇인지(자산 또는 주식), 지급하는 대가가

무엇인지(인수인 보유 현금 또는 주식)에 따라 M&A 거래 수단을 분류한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51);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45.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기준에 더하여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양도회사 또는 대상회사 주주)까지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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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

발행 주식

포괄적 주식

교환

삼각합병

삼각 주식교

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인수

회사에 현물

출자

교환공개매수

대상회사가

인수회사에

신주발행

자기주식 처

분

교부금 주식

교환

주식양수도

(장내/장외)

(사적매수, 공

개매수)

위 세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 방법에 따르면, 총 12가지의 경우

의 수가 존재한다(3×2×2).  이 중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 대상 자산

의 소유권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대상회사 주주가 M&A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

적으로 가능한 거래 형태는 모두 8가지인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법은 위 모든 경우의 수 모두에 대해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

는 거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 거래 당사자들이 상

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M&A 거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시행 개정 상법54, 2016년 시행

개정 상법55 등을 통해 등 최근 수년간의 상법 개정으로 교부금합병, 삼

각합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교부금주식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조

직재편이 가능해짐으로 인한 결과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M&A 수단이 많이 사용되고, 그 이유

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결정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

각 살펴본다.

나. 거래 대상의 선택 – 자산(포괄승계, 개별승계) vs. 주식

먼저 M&A 거래의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인수회사가

대상 사업과 관련한 과거의 유산(legacy)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크게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 개별적으로 인

                                        
5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시행 2012. 4. 15.)
55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시행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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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영업양수도, 주식 자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실무에서 영업양수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수 당

시 알 수 없는 우발채무를 단절하는 데에 있다.  대상회사 자체를 포괄적

으로 인수하는 합병의 경우 거래종결 전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책임을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대상회

사의 채무와 책임을 직접 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회사에 거래종결

일 전의 사유로 발생하는 채무와 책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인수회사가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처럼 거래종결일 이

전의 계약관계나 채무 등을 단절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현실화되는 우발채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 과다지급

(overpayment)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대상 사업과 관련한 유산을 단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오염 관

련 책임, 국세기본법 상 이차납세의무(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나 일부

자산과 함께 승계되는 행정처분, 근로관계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이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인은 양도인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채무와 책임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른바 cherry picking).56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병이나 주식양수도 계약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장의 내용과, 영업양수도 계약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장의 내용이

사뭇 다르게 된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거래 종결 전에 어

떠한 사정이 존재하였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거

래종결 이전에 법률이나 계약 위반 사실은 없는지, 미지급 임금이나 세금

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반면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과거의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하므

로 인수회사에 승계될 수도 있는 환경, 자산 관련 인허가, 근로관계 등

몇몇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래종결 이전의 사정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는 해당 사업을 새롭게 독립, 분리하

여 운영하게 되므로 양수 받는 자산이 거래종결 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지(sufficiency of assets), 사업 영위에 불가결한 임직

                                        
56 영업양수도의 자세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강희철, “영업양수도의 법률관계”, 

BFL 제38호(2009. 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송옥렬, 앞의 논문(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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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인수회사로 이직하는지, 거래 종결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양도회

사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지(stand-alone) 등이 인수

회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57  인수인 입장에서 보면, 합병이나 주식양수

도의 경우 거래종결 이전에 대상회사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영업양수도에서는 거래종결 이후에 사업이 정

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지는 당사자들의 세

무 효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업양수도의 경우 인수회사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면 세법상 포

괄적 사업양수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58 인수

회사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와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실제 가치의 차액(프리미엄)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인수회사는

이러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59

다. 거래 대가의 선택 – 인수회사 주식 vs. 현금 기타 재산

인수회사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인수회사의 주식

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현금 기타 인수회사 주식 이외의 현물을 지급하는

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을 대

가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수회사 지분의 희석으로 인한 인

수회사 기존주주의 경영권 상실 가능성, 신호 효과(signal effect)로 인한

인수회사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양도인 입장에서도

인수회사 주식의 유동성, 향후 가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인수회사 주식을

                                        
57 따라서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거래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양도회사가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임시용역계약(Transitional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9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다만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대상사업과 관련한 일부 책임만을

승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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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인수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경우, 양도인 입장에서는 해당

M&A 거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수회사 입

장에서는 대상회사 가치 과대평가 및 과다지급(overpayment)로 인한 리

스크를 양도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는 반대로 보면

인수회사가 M&A 거래로 인한 시너지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없고, 양도

인은 매각 이후에도 해당 M&A 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60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도인이 인수회사 주식에 대

한 별도의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양도인

이 인수회사에 대해 실사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거래 전

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61  세무상으로는 양도인이 M&A 거래에 따라 발

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부담을 이연 받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이른바 tax free reorganization).62

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선택 – 대상회사 주주 vs. 양도회사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인수회사

입장에서 볼 때 거래의 상대방이 대상회사의 주주라면, 해당 주주와의 협

상을 통해 M&A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는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지 않

기 때문에, 대상회사 주주와의 협상만 마무리되면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

다.

반면 대상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이사회

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대상회사 주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  합병을 예로 들면, 합병계약서는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사이에 체결된다.  대상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합병계약

                                        
6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2장에서 하기로 한다.
61 송옥렬, 앞의 논문(주 51) p. 219 – p. 230.
62 예를 들어 합병이 이루어지면 양도회사(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을 양도회사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데(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양도회사(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대가 중 인수회사(합병법인)의 주식이 80% 이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순자산 장부가액에 양도회사 자산을 인수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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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대상회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어야만

한다.  반면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와 협상을

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되고, 별도로 대상회사 이사회와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63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M&A 거래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누

구로 할지의 문제는 거래의 신속성 등의 문제를 차치하면 큰 차이를 가

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회사의 지분구조가 분산되어 주주와 이사회

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64

이처럼 인수회사가 M&A 수단을 선택할 때의 고려요소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M&A 수단 선택의 고려 요소>

고려 요소

거래 대상

(자산 vs 주식)

- 대상사업의 자산 및 채무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관

련하여 제3자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우발채무의 과다 여부.  일부 자산이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 계약(예를 들어 loan agreement, 사채 발행 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어떠한 거래 형태가 제한되는지 여부65

                                        
63 이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과 같이 대상회사 이사회에 포이즌필과 같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도에서도

사실상 대상회사 이사회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영국과 같이

이사회의 중립성(board neutrality)를 중시하는 입법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들과의 협상이 중요하다.  M&A 거래 상황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64 예를 들어 뒤에서 보는 유진기업의 ㈜동양 인수 시도 건과 같이, 기존

경영진이 인수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내매입이나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이외에는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65 재무적 투자자가 주주간 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 사채인수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합병 등 일정한 조직재편 행위를 사전동의 사항으로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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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인허가의 승계 여부 및 신규 취득 용이

성 등66

- 기업결합신고 등 거래 관련 인허가의 용이성

- M&A 거래의 회계 처리 및 거래 이후 연결 여부 등

- 적격 합병 등 과세이연 여부,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거래 관

련 세금, 영업권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과세기초가격(tax basis)

의 변경 여부 등 세무 상 효과

거래 대가

(현금 vs 인수

회사 주식)

- 인수회사의 재무상황 및 현금 유동성

- 외부 자금(신주, 차입)의 유치 용이 여부

- 거래 이후 지분율 희석화 정도 및 수용 가능 여부

- 인수 후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한 판단, 투자 위험 분산

필요 여부

- 세무 상 처리(적격 조직재편 해당 여부, 자본등록세 등)

거래 상대방

(주주 vs 양도

회사)

- 대상회사 주주와 양도회사 중 어느 쪽과 협상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

- 지분 소유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방안이 경영권을 취득

하는 데에 용이한지67

II.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1. M&A 수단 개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파트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떠

한 M&A 수단이 많이 사용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 본다.

                                                                                                        
흔하다.  만일 이러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 해당 M&A 수단은

활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66 금융업과 같이 규제의 수준이 높은 사업의 경우 정부 인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67 예를 들어 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취득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상대로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포괄적 주식양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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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1) 회사의 사업 전부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 회사의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만이 마음에 들 수도 있다.  이는 양도회사나 대상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상회사 법인격 자체를 인수하거

나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대상 사업을 분리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가 회사의 사업 전부를 인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

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합병, 영업 전체 양수도, 주식양수도의

방법이 있다. 주식양수도는 다시 지배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수하는 방법, 

여러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을 매집하는 방법, 대상회사로부터 신주를 인

수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2) 인수회사가 회사 사업 중 일부

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회사로부터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

하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합병, (사업 일부) 영업양수도, 

분할 후 주식양수도가 있을 수 있다.  분할 후 주식양수도의 경우, 해당

사업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회사 신설 및

영업양도를 통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 전부를 인수

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인수하는지에 따라 사용되는 M&A 수단은 상당히

다르다.

<실제 활용되는 기업인수 수단 분류>

분류 세부분류

사업

전체

인수

합병 일반합병,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영업 전체 양수

주식양수 지배주주로부터의 구주 매수(사적거래)

소액주주로부터의 지분 매집(공개매수, 장내매수)

신주발행(제3자 배정)

주식교환 주식교환, 이전, 삼각주식교환, 교부금 주식교환

사업

일부

인수

분할합병

영업 일부 양수

분할 후 주식양수 물적분할 통한 분리

현물출자 통한 분리

자회사 신설 후 영업양도 통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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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1) 대상회사의 사업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와 (2) 여

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각각 사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를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법 상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살피고, 특히

우리나라 회사법제 상 경영권거래(control transaction)와 계열회사 간

M&A 거래(intra-group transaction) 시 각각 어떤 수단이 선호될 수 밖에

없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실제 어떠한 수단이 많이 활용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

제도라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사업 전부 인수

가. 합병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합병에서는 인수회사(A사)가 양도회사(B사)의 자산(Y사업)을 포

괄적으로 승계한다.  그 대가로 인수회사는 양도회사 주주들에게 인수회

사 주식(신주든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든 상관 없다)을 지급한다. 

인수회사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수회

사(합병 존속법인)의 지배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일 Y사

업의 가치가 X사업의 가치보다 크거나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상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A 주식

합병

X 사업

舊지배주주

Y 사업

A 사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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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으면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합병 후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인수인은 M&A 거래 수단으로 합병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위 문제는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 상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등

의 방법을 활용하여, 양도회사의 주주들에게 인수회사의 주식 대신 현금, 

모회사 주식, 다른 회사 주식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양도회사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인수회사의 지배주주로서는 그 지분이 희석되지 않으므로, X사업과 Y사업

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도회사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합병을 통해 M&A를 진

행할 경우 다른 소액주주들보다 높은 1주당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도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합병에 따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지배주주

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합병조건이 양도회사 주주들에게 상당히 유리하여 양도

회사 지배주주가 다른 소액주주들과 비례적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기존에

누리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양도회사의 지배주주로서는 합병 거래에 응할 유인이

크지 않다.  위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경우와 달리, 이 문제는 합병의 틀

을 유지하는 이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68

                                        
68 만일 지배주주가 우선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소액주주가 보통주를 보유하는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현금

합병

X 사업

舊지배주주

Y 사업

A 사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현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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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의 문제도 있다.  양도회사의 주주는 합병의 대가로 인수

회사(A사)의 주식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만일 인수회사 주식이 유동성이 부족하여 현금화하기

가 어렵거나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면 양도회사 주주로서는 합병을 선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 절차 측면에서 보면, 인수회사와 양도회사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모두 거래의 불확실성을 높이

고, 당사회사들에게 현금 유출 등의 부담을 주게 된다.

인수회사(A사) 양도회사(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 소규모합병) ○ (예외: 간이합병)

주식매수청구권 ○ (예외: 소규모합병) ○

채권자 보호절차 ○ ○

(2) 실제 사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에서 합병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상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그나마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이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SPAC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간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 거래를 하는 사례는 더욱 줄어든다.  주요 대규모 합

병 사례 중에서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간에 경영권 거래를 위해 합병

이 활용된 사안은 2010년 이후 거래를 살펴보더라도 불과 카카오–다음

간 합병, 시너스-메가박스 합병 건 정도 등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반면 계열회사 간 M&A 거래(intra group transaction)에서는 합병

                                                                                                        
상황이라면 우선주에 대한 합병비율과 보통주에 대한 합병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대상회사가 당초부터 위와 같은 자본구조를 갖고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 등에 있어서는 총주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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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이용된다.  이 경우에는 지배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권 거래에 비하여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합병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지배주주가 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합병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지배주주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는 비핵심회사와 상대적

으로 낮은 지분을 보유하는 핵심회사와 합병을 하는 방법으로 지배주주

의 핵심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도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되는 합병 거래 중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전체의 99%에 육박하고, 독립

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는 1% 수준에 불과하다.6970

<최근 5년간 합병의 유형별 건수>7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열
건수 171 148 136 152 134 834

비중(%) 98.8% 98.7% 99.3% 98.7% 97.8% 98.3%

비계열
건수 2 2 1 2 3 14

비중(%) 1.2% 1.3% 0.7% 1.3% 2.2% 1.3%

합계 건수 173 150 137 154 137 751

                                        
69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계열사 간의 주식양수도나 임원겸임, 합작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닌 반면, 계열사 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거래는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 관련 통계자료에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비해 주식양수도 거래의수가 적게 잡힌다.  아울러 합병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기업 간의 합병 거래도 통계자료에 포함되므로, 합병 중에서도

우리 나라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에 의한 합병 거래 수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6년도의 경우 전체 합병 기업결합신고

건은 총 145건으로 그 중 4건이 비계열 회사 간 M&A 거래였지만,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합병은 137건이었고 나머지는 외국기업 간 합병이었다.
70 합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8조).
71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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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부금합병의 경우 모자회사 간 이루어진 사례가 몇 건 확

인되고, 72 경영권거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는 않는다.

(3) 분석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거

래에서 합병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병이 잘 활용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1) 양도회사 지

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73   만일 양도회사 지배주주가 누리던 사적이익의 크기가 크

다면, 합병비율을 양도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산정하여 이러한 사적이

익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양도회사 지배주주가 M&A

에 응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양도회사의 지배주주에게 프리미엄

을 지급하기 위해 양도회사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이 경우

인수회사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합병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인수회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가 관여된 합병의 경우 합

병비율 산정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임의로

높이는 것도 애당초 쉽지 않다.74

(2) 소액주주 보호 제도 측면에서 보면, 합병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수회사나 양도회사 지배주주

의 지분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이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들의 대규모 이의제기가 이

루어지는 경우 인수회사나 양도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이 있는 등 소액주

                                        
72 한라홀딩스의 한라아이앤씨 흡수합병(2016. 5.), 포스코건설의

포스코엔지니어링 흡수합병(2016. 11.) 정도의 사례가 확인된다.  모두 모자회사간

교부금합병 사례이다.
73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8.
74 비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30%,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2013년 법 개정 전에는 이와 같은 제한된 할증,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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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호 제도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의 확실성(deal certainty)이 낮다.

(4) 양도회사가 합병을 통해 소멸하고 양도회사의 모든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므로, 인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사업에 대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을 제공 받거나 일정한 거래종결 후 확

약(post-closing covenant) 등을 제공 받는 것이 인수회사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  인수회사는 양도회사 실사 때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들을 합병 후

에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하고, 계약 조항

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양도회사 주주 입장에

서 주식을 합병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경우, 인수회사에 대한 실사 내지 가

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양도회사 지배주주가 수령

하는 인수회사 주식 물량이 큰 경우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기가 쉽지 않

을 수도 있고75,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발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는 아

무래도 주식보다는 현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6) 인수회사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 합병으

로 신주가 발행되면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에 대

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지

분율이 높거나, 양도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합

병을 활용할 수 있다.  (7) 교부금 합병의 경우 (5)나 (6)과 같은 문제는

없지만,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 결과 양도회

사의 청산 법인세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계열사간 거래에서는 합병이 상당히 많이 활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1) 먼저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시점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어

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서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

해 사실상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이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다.  지배주주로서는 위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합병비율이 정당하

다는 추정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3) 일반합병의 경우 대가로

                                        
75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수회사 지배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tag-along, put option 등과 같은 투자회수(exit)에 대한 일정한 보호 장치

등을 받아 하는데, 이는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이렇게까지 권한을 보장해

주면서 합병을 할 유인이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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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지급되므로, 현금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나. 영업 전부 양도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영업양수도에서는 인수회사(A사)가 양도회사(B사)로부터 대상 사

업(Y 사업)을 가져오고 그 대가로 양도회사에 현금을 지급한다.  양도회

사에는 아무런 사업도 남지 않게 되고 현금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해당

현금을 통해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사업을 인수하거나, 공장 건설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greenfield investment)하지 않는 이상, 주주

들은 양도회사를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가져

가야 한다.

Y사업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인수

회사 주식을 양도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다.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현금

Y 사업

지배주주 소액주주

X 사업

Y 사업

A 사

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B 사

소액주주

현금

현금

영업양수도 B 사 청산(잔여재산분배)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A 주식

Y 사업

지배주주 소액주주

X 사업 Y 사업

A 사

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B 사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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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의 경우,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거래 대상 영업의 중요

성 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등의 부담이 있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 계약이나 채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 및 채권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수회사(A사) 양도회사(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중요한 경우)

(예외: 간이영업양수)

○

(예외: 간이영업양도)

주식매수청구권 △ (중요한 경우) ○

채권자 보호절차 × ×

(2) 실제 사용 현황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의 주주들로서는

양수도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해산

하여 잔여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회사 청산에

는 적어도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기간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양도회사의 지배주주로서는 되도록 영업양수도보다는

주식양수도나 합병에 의한 매각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양수도 거래가 양도회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을 양수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사업 전부를 양수도하는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회사에 우발채무나 부실이 많아서 인수인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인수하기를 원하

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가 활용된다.76   대개 양도회사의 파산이나 청산

을 위한 경우와 같이 인수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경우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주식양수도로 진행하더라도 양도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76 대상회사의 채무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자산양수(영업양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51)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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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도회사 주주가 주식양

수도를 고집할 유인은 크지 않다.  또한 양도회사 주주가 이미 양도회사

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M&A 방식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

정조치에 의하여 영업양도를 하거나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7  특히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

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개 부실저축은행 중에서 29개사의 자

산 및 부채 일부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 저축은행이나 제3자의

인수인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78  

<계약이전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주요 사례>

연월 양도회사 인수회사 비고

2011. 3. 삼화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현 NH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  신설회사가 자산, 

부채 일부를 인수

2011. 11. 부산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정리금융기관)이 자

산 및 부채 일부 인수 후 제3자(

중소기업은행)에 지분 매각

2012. 1. 토마토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  신설회사가 자산, 

부채 일부를 인수

2012. 9. 솔로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현 NH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

2012. 12. 경기저축은행 예한솔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정리금융기관)이 자

산 및 부채 일부 인수 후 제3자(

중소기업은행)에 지분 매각

                                        
7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78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2014. 7. 3. 보도자료.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2011. 3. 16. 삼화저축은행의 사업을

제3자계약이전 방식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4. 5. 2. 

예신저축은행의 부산해솔저축은행 사업 양수까지 30개 저축은행 중 29개

저축은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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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양도회사의 사업 전체

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양수도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양도회사 주주가 영업양수도 거래종결 이후 영업양수도 대금

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양도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도회사

주주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고, 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

다.  (2) 합병에서와 같이 양도회사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는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가를 받게 된다.  (3) 아울러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

청구권 등의 부담이 존재한다.  

(4)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회사에 우발부채 등이 많아서

인수회사가 영업양수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경우나 양도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져서 양도회사의 기존 지배주주가 양도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한, 양도회사의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식양도보다 영

업양도를 선호할 유인은 크지 않다.

다. 주식양수도 (1) – 지배주주 지분 취득

(1) 거래 형태

인수회사(A사)는 대상회사(B사) 지배주주(양도회사)로부터 지배

주주가 보유하는 대상회사 지분을 매입한다.  인수회사와 대상회사의 지

배주주는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우

리나라 회사법 상 대상회사 소액주주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제

공할 필요도 없고, 79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해 어떠한 선

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해당 거래는 회사법의 개입 없

이 일반 민법이나 상법 상행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상회사의

                                        
79 2012년 시행 개정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고(상법 제360조의25)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하여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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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새로운 지배주주를 맞이하게 된다. 

지배주주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보유 대상회사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인수회사 주식을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80

법적 절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합병, 영업양수도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 등 회사법의 여러 절차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입장에서 매우 간편하다.  특히 인수

회사의 경우 상당한 자금을 동원하여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81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

는 입장과 법적인 정합성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인수회사(A사) 대상회사(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주식매수청구권 × ×

채권자 보호절차 × ×

                                        
80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2016. 카카오가 Affinity가

운영하는 SPV인 Star Investment Holdings가 보유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일부를 카카오 발행 신주로 지급한 것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Star Investment Holdings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

중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주식을 취득하였다.
81 김건식, 노혁준, “제8장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 총론적 고찰”, 지주회사와

법(BFL 총서) (2009) p. 315.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B
주식지배주주 소액주주

현금

X 사업

A 사

지배주주 소액주주

Y 사업

B 사

지배주주

소액주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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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용 현황

구주 거래 방식이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결합 동향 자료에 따

르면, 국내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즉 독립당사자간 경영권

거래 중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양수도의 비중이 80% 수준에 이른다.8283

<최근 5년간 국내기업에 의한 경영권 거래의 유형별 비율>84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병
건수 2 2 1 2 3 10

비중(%) 1.2% 1.3% 0.6% 1.0% 1.7% 1.1%

영업양수
건수 39 29 32 34 29 163

비중(%) 23.5% 18.2% 18.1% 16.3% 16.3% 18.4%

주식양수
건수 125 128 144 172 146 715

비중(%) 75.3% 80.5% 81.4% 82.7% 82.0% 80.5%

합계(건수) 166 159 177 208 178 888

이러한 경향은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최근 5년간

(2012년~2016년) 매년 거래금액 기준 상위 10개 경영권 거래를 살펴 보

                                        
82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 여부가 결정됨에

비해(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아닌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인수대상 지분비율이 20%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인지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애당초 통계에 잡히는 거래의 규모 기준

자체가 같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주식양수도 거래가 영업양수도 거래에 비해 4배 이상 이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83 아울러 주식양수도 관련 기업결합신고에는 지배지분의 매입뿐만 아니라

공개매수, 장내 매입과 같은 불특정다수로부터의 매입이나 신주 인수에 의한

거래도 많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4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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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총 50건의 거래 중에 단 3건(2012년 한앤컴퍼니의 대한시멘트 인수, 

2014년 카카오-다음 합병, 2015년 하림컨소시엄의 팬오션 인수)를 제외하

고 47건이 지배지분의 사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85

<최근 5년간 매년 10대 경영권 거래의 유형별 비율>86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병 - - 1 - - 1

영업양수 - - - - - 0

주식

양수

사적거래 9 10 9 9 10 47

공개매수 - - - - - -

신주발행 1 - - 1 - 2

한편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양수도를 할 이유가 상

대적으로 크지 않다.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거나 영업양수도를 하면 별

도의 법인을 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나 법

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7

(3) 분석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배

지분에 대한 주식양수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1) 인수회사와 지배주주가 거의 아무런 회사법

적 제약 없이 주식의 매매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

                                        
85 이 중 한앤컴퍼니의 H-Line 해운(한진해운 벌크선 사업부) 지분 인수(2013년), 

롯데케미칼의 롯데첨단소재(삼성SDI 케미칼 사업부) 지분 인수(2015년)의 경우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 후 주식양수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6 자세한 거래 목록은 부록 참조.
87 참고로 계열회사 간 주식양수도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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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겠다.  시가보다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에게만 지급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88  (2)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과 같

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병과 같이 합병비율에 신

경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합병무효의 소와 같이 거래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도 낮다.  특히 합병의 경우 부실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도 없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훨씬 많다.  (1), (2)와 같이 제도적으로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양수도가 가장 간편하다.

라. 주식양수도 (2) –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매집

(1) 거래 형태

인수회사(A사)가 대상회사(B사) 소액주주들로부터 대상회사 지분

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장내에서 매집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데, 이 경우 주식 매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입 주문

을 낼 경우 주가가 계속 상승하므로 인수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에 기초한 거래소의 주문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

해서는 장외 매입을 해야 하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 만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집하는 경우에는 자본시

장법에 의한 공개매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여러

제약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기존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해를 하게 된다.  인수회사의 5% 

보고에 위반이 있다고 문제 삼는 것과 같은 방법부터 백기사를 동원하여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대상회사가 직접 자기공개매수를 하는 방법, 보유

                                        
88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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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자기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 등 각종 수단들이

동원된다.  인수회사로서도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회계자료 열람등사 청구 등의 회사법에 따른 각종 공격 수단은 물론 기

존 경영진에 대한 고발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이처럼 지배권 취득

을 위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매집 방식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M&A로 이

어지게 된다.

(2) 실제 사용 현황

그 동안 이루어진 공개매수 사례들을 보면, 순수하게 지배권 취

득을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07년 신한금융지주에 의한 LG카드 지분 공개매

수 사례,89 2010년 Inverness Medical의 에스디 지분 공개매수 사례 정도

가 존재한다. 90   특히 주식이 완전히 분산된 회사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경영진이나 기존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89 신한금융지주는 2007. 3. LG카드(현 신한카드) 지분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는 신한금융지주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을 매집하기

위하여 공개매수 방식을 택하였다기보다는, 당시 매도인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의 수가 14개였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은 2006. 12. 20. 사전에 지분매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2007. 3. 공개매수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채권금융기관 보유지분(약 81.87%)은 물론 공개매수에 응한

일반 소액주주들 보유 지분도 취득하였다.  당시 위 합의서가 체결된 날의

거래소 주가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약 10%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도

함께 누린 셈이다.  이후 LG카드는 신한금융지주의 2차 공개매수와 주식교환을

통해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90 미국의 Inverness Medical는 2009. 8.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디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약 3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 경영진의

반대로 실패하였다(적대적 M&A 실패).  이후 Inverness Medical은 대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대주주와 공개매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가

Inverness Medical의 공개매수에 일부 응모하고, 공개매수 이후 공동으로 경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Inverness는 2010년 수 차례에 걸친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디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에스디를 상장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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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매입을 통해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사례도 거의 발견되

지 않는다.  2016년에 이루어진 유진기업의 ㈜동양의 경영권 인수가 거

의 유일한 예이다. 91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는 이사회와 인수희망인 간에 경영권

다툼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점에서 위 사례는 많은 법

률적 시사점을 갖는다.92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간에 지배지분을 서로

매매하면 되므로 계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장내매수나 공개매수

방법 등을 사용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해서나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 소액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사례들은

                                        
91 동양 사태의 여파로 2013. 9.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의 무상소각과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소유가 분산되게 되었다.  ㈜동양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였고 그 결과 2016. 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후 유진기업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동양

주식을 매집하고 이사 추가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동양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부결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의결권 권유를 하여, 자사주를 시장에서 대량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6. 3.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유진기업이 제안한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유진기업은 파인트리자산운용 보유

지분을 매입하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2016. 10.경에는 지분율을 30% 

수준까지 확보하였다.  이후 유진기업은 이사 정원 확대(10인에서 13인)를 위한

정관 변경과 유진기업 추천 이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동양 이사회에 요청하였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다.  유진기업과 ㈜동양 이사회는 각각 의결권행사권유를 통해 표 대결을

펼쳤는데, 2016. 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진기업의 제안대로 안건이 모두

승인되었고, 이후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주도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함으로써 유진기업이 ㈜동양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다.
92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기존

경영진과 인수희망인들 간에 경영권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새로운 많은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M&A 관련 판례에서나 등장하는 사례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만일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사회가 포이즌필을 발행하여 유진기업의 인수를 저지하고, 

유진기업은 이사회와 협상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생법원에

의한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 경영권 이전 없이 마무리된 회생절차라는

점에서, 향후 회생절차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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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취득보다는 대부분 이러한 목적을 위

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공개

매수 현황을 보면 총 64건 중 상장폐지나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경

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 이전 M&A를 위해 사용된 경우는 단 1건에 불

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공개매수 및 목적별 분류>93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상장폐지94 7 3 6 5 3 24

지주회사 요건 충족 6 2 6 9 7 30

적대적M&A - 1 - - - 1

경영권 안정 1 - 1 - - 2

기타95 1 1 1 3 1 7

합계 15 7 14 17 11 64

(3) 분석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지분매입을 통한 지배권 인

수 사례가 드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1) 장내 매수나 공개 매수 방식은 현실적으로 대상주식이 상장

                                        
9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년 중 상장법인의 경영권 관련 공시 현황”, 2014. 3. 

31 및 2012. 1.부터 2016. 12.의 5개년 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공개매수신고자가 공개매수신고서에 작성한

공개매수 목적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94 대주주가 공개매수자인 경우와 회사가 자기공개매수를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95 자사주 취득을 통한 회사 이익의 주주 반환, 계열회사 간 안정적 지분 확보

등이 그 예이다.  특이한 예로는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양사에

대한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CJ헬로비전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것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5. 11.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참고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 및 합병 거래는 무산되어 공개매수의 목적이 무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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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상장 법인에 지

배주주가 존재한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협조 없

이 본 방식에 의하여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지배주주로부터 지배 지분을 사적거래를 통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 반면, 공개매수 등의 방식의 경우 각종 법

률 상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그 이유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가 드문 것에 대한 설명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96

마. 주식양수도 (3) – 신주발행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대상회사(B사)가 인수회사(A사)에게 신주를 대량 발행하여 인수

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신주 발행은 회사 이사회

가 결정하므로, 대상회사 이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96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에 의한 지배권 이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6 참조.  이 글에서는 지배주주의 존재,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기관투자자들의 비협조, 소수주주 축출

제도의 부존재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참고로 해당 논문은 2012년 시행

개정 상법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등 소수주주 축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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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지배주주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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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있다면, 지배주주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보다는,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없거나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배주주가 된 경우, 특히 회생절차에 따라 관

리인이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특히 채권단이

대상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해 대상회사에 자금 확충을 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 선호된다.

본 방식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므로 신주를 배정 받

는 제3자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발행가격은 공정한지 등이 문제가

된다.  제3자 배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고 정관 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97  상장회

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대비 할인 발행에 제한이 있고(최대 할인율 10%98), 증권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해야 하는 등의 제약도 존재한다.  

회생절차를 통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불공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발행

무효의 소송 등 관련 상법 규정 및 정관에 따른 제3자 배정 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99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

한 준칙에 따라 인수한 신주의 50%를 1년간 매각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도 존재한다.100

(2) 실제 사용 현황

신주 발행을 통한 지배권 이전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는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보면 대상회

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고, 이에 따라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이 회생절

차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을 통해 무상감자나 지배권 포기 각서 등을 통

해 지배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채권단이 대상회사에 투자한

                                        
97 상법 제418조 제2항.
9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2014. 5. 27., 개정3.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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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는 신주 발행 방식이 주

로 사용된다.101

또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출자전환을 통해 대

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활용

하기도 한다.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대상회

사의 지분을 보유하지만, 이와 함께 대상회사에 대해 여신채권을 보유하

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물론 자신이 보유하는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

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회사에 자금이 보충되어

잔여 대출채권을 상환 받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신주 발행을 통해 대

상회사에 자금을 확충하여 회사를 정상화한 후 잔여 대출금을 상환 받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배주주 하에 대상회사의 경영상황

이 안정화 되고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장내에서 매각하거나, 인수회

사와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채권단의 지분을 M&A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매각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회생절차 이외에서 신주발행 방식으로 M&A가 이루어진 대표적

인 사례들로는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건, 102 2015년 IMM의

대한전선 인수 건103 등을 들 수 있다.

                                        
10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하면 회사

매각 시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2014. 5. 27. 개정.
102 SK텔레콤은 2012. 2. 14. 주식관리 협의회(외환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총 88,500,000주 중 절반인 44,250,000주(주당 24,500원)를

매입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2. 15. SK하이닉스가 발행하는 신주

101,850,000주(주당 23,000원)를 인수하였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이 주식

146,100,000주(21.05%)를 취득함과 아울러, 주식관리 협의회가 보유하는 잔여

44,250,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 받아 전체 지분의 27.43%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였다.  SK텔레콤은

주식관리 협의회가 위 잔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다(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공시자료 참조).
103 대한전선 채권단(하나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은 출자전환을 통해 대한전선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배주주인 설씨 일가는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당초 채권단은 2014년 말 보유 지분에 대한 구주

매각을 추진하여 우선협상자(한앤컴퍼니)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후 채권단은 구주 매각 방식 대신 신주 발행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이를

통해 대한전선에 대한 잔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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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신주 발행을 통한 지배권 인수 사례가

드물고 예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신주 발행의 대가를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닌 대상회사가

수령하게 된다.  지배주주는 직접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지배주주가 더 이상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배주주가 이러한 방식

에 의한 경영권 이전에 동의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2)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인수한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회생기업과 같이 부채가 많은 회사에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

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M&A 상황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바. 주식교환, 이전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주식교환에서는 대상회사(B사) 주주들이 보유하는 대상회사 주식

전부가 인수회사(A사) 발해 주식으로 교환되고, 그 결과 인수회사가 대상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거래의 당사자인 인수회사와 대상회

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교환 계약서를 체결하고, 양사가 주주총

회 특별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이전의 경우 회사가 스스로 주주

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모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결과 채권단은 보유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대출채권의 추가 출자전환을

실시함과 아울러 대한전선으로 하여금 IMM PE가 운영하는 투자목적회사인

㈜니케에 신주를 발행하게 하였다.  ㈜니케는 2015. 9. 26. 대한전선 발행 신주

600,000,000주(71.51%)를 인수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였다(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공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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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을 실행하면 인수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SPC)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대상회사와 삼각합병을 하는 거래와 사실

상 동일하게 된다.  다만 대상회사가 합병 소멸회사가 된다는 정도의 차

이점이 있다. 

만일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로부터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형태가 된다.  인수회사 주식 대신 교부금을 지급하면 대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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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업

Y 사업

SPC

舊지배주주

A 사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SPC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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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를 아예 축출할 수도 있다.104105

합병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의 예외가 존재

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격은 주식교환 전후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인수회사(모회사, A사) 대상회사(자회사, 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 소규모주식교환) ○ (예외: 간이주식교환)

주식매수청구권 ○ (예외: 소규모주식교환) ○

채권자 보호절차 × ×

(2) 실제 사용 현황

                                        
104 2016. 3. 1.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법 제13523호, 2015. 

12. 1. 개정.
105 상장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간에

교부금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소액주주들에게 SK텔레콤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여

축출하고, 그 결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SK텔레콤, 2016. 11. 24.자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 이전 결정)” 참조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소액주주

A 사주식

B 사주식

지배주주 소액주주

X 사업

Y 사업

B 사

A 사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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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에는 양 당사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즉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실무에서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 경영권 인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계열회사 간에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대상회사로부터 소액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된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된 주식교환 사례는 모두 26건인데 이중 경영권 인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106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주식교환 현황>107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열회사 간 2 1 2 9 11 25

M&A - (철회1) - - 1(철회2) 1(철회3)

합계 2 1 2 9 12 26

(3) 분석

우리나라에서 독립당사자 간에 주식교환, 이전을 통한 경영권 거

래(control transaction)가 드문 이유는, 경영권 거래로 합병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즉 양도회사(자회사)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상장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 비율 산정에

                                        
10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5년간 주식교환 사례 중 경영권

인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총 4건인데, 이 중 실제 거래에 성공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진행 도중 취소되었다(2013. 10. 포인트아이의

카이노스메드 인수 시도, 2016. 8. 아리온테크놀로지의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인수

시도, 2016. 11. 씨케이컴퍼니의 엔키소프트 인수 시도)이 진행 도중 취소되었다.  

실제 인수 성공 사례는 단 1건(2016. 6. 일경산업개발의 이지모바일 인수)이다.
107 2012. 1.부터 2016. 12.의 5개년 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일부

비상장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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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한이 있다는 점,108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들(지분 희석 문제, 양도회사(자회사) 주주의 인수회사에 대한 실사 내지

가치평가 문제, 환금성 문제)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액주주

보호 제도 측면에서 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부담이 있다.

3. 사업 일부 인수

이하에서는 대상회사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이 거래 대상이 되

는 경우를 살펴 본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업으로부터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할합병, 영업 일부 양도, 분할 후

주식 양도 순으로 살펴 본다.

가. 분할합병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먼저 분할합병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양도회사(B사)의 사업 중

양도대상사업(Y사업)만을 분리한 후 인수회사(A사)에 흡수합병시키는 형

태이다.  인수회사가 그 대가로 인수회사 주식을 양도회사 주주들에게 지

급하면 인적분할합병, 양도회사에 지급하면 물적분할합병이 된다.

                                        
108 비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30%,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A 주식

분할
합병

지배주주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Z사업

X 사업

A 사

Y 사업

Z사업

B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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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마찬가지로 인수회사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분할합병 이

후에도 X사업과 Y사업을 보유하는 합병존속법인(A사)의 지배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인수회사의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하거나(교부금 분할합병), 인수회사

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삼각 분할합병).

법적 절차도 합병과 관련하여 살펴 본 규제들이 유사하게 적용

된다.

인수회사(A사)

(분할합병상대회사)

양도회사(B사)

(분할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 소규모분할합병) ○ (예외: 간이분할합병)

주식매수청구권 ○ (예외: 소규모분할합병) ○

채권자 보호절차 ○ (연대책임 배제 시) ○ (연대책임 배제 시)

(2) 실제 사용 현황 및 분석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서 살펴 본 문제점들이 대부분 적용

된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분할합병사례는 총 27

건인데, 27건 모두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진행되었고 독립당사자 간 M&A

로 분할합병이 이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현금

분할
합병

지배주주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Z사업

X 사업

A 사

Y 사업

Z사업

B 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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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분할합병 현황>109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열회사 간 5 8 3 7 4 27

M&A 0 0 0 0 0 0

합계 5 8 3 7 4 27

(3) 분석

분할합병 제도는 양도회사로부터 양도대상사업의 분리와 양도대

상사업의 이전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다만 합병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회사 지배주주에게 소액주주보다

많은 대가를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과 마

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점110 등의 이

유로 경영권 거래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 일부 영업양수도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

이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다. 인수회사(A사)가 양도회사(B사)로부터 대

상 사업(Y 사업)을 가져오고 그 대가로 양도회사에 현금을 지급한다.  양

도회사는 기존 사업(Z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양도회사로부터 받은 양수

도대금을 부채 상환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기존 사업 운영, 신 사업

                                        
109 2012. 1.부터 2016. 12.의 5개년 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 공시가

요구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들이나 주권상장법인 종속기업이

수행하는 분할합병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수 개사와 동시에 분할합병한

사례들은 한 건으로 산정하였다.
110 비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30%,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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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Y사업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인수

회사(A사) 주식을 대상회사(B사)에 지급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다. 111  

이 경우에는 앞서 신주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들, 즉

A사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B사 입장에서 현금 대신 A사

지분을 대가로 받을 유인이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겠다.

인수회사나 양도회사 입장에서 대상사업이 중요한지 여부에 따

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거나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인수회사(A사) 양도회사(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중요한 경우)

(예외: 간이영업양수)

△ (중요한 경우)

(예외: 간이영업양수)

주식매수청구권 △ (중요한 경우) △ (중요한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 × ×

                                        
111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물출자 거래를 영업양수도 거래와 양도회사의 인수회사

신주 인수 거래로 분리하고, 양도회사(B사)의 인수회사(A사)에 대한

신주납입대금 채무와 인수회사의 양도회사에 대한 영업양수도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X 사업

A 사

지배주주

Y 사업

B 사

소액주주

현금

Y 사업

지배주주 소액주주지배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Z사업

X 사업

A 사

Y 사업

Z사업

B 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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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용 현황

경영권 거래인지, 아니면 계열사 간 조직재편인지를 불문하고 사

업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분할합병이나 분할 후 주식양수도와 달리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계약관

계, 근로자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3) 분석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영업

양수도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분할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분리되는 영업의 중요성과 무관하

게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 비해(우리 상법 상 소규모

분할합병, 소규모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분리되는

영업이 양도회사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

지 않다.  거래의 신속성이나 확실성 면에서 영업양수도가 유리하다.  

반면 (2) 자산, 부채, 계약관계에 대한 개별적 이전 절차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는 번거로움과 계약 상대방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계약관계가 매우 많은 경

우보다 적은 경우에 영업양수도가 보다 용이해진다.

(3) 해당 사업이 독립하여 운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종결

이후에도 거래종결 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예를 들어 총무, 재무, 기

술지원 부서 등 공통 기능)이 양도회사에 남는 경우 거래종결 이후 과연

인수회사가 이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다. 사업 분리 후 주식양수도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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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1) 대상회사

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물적분할 방법, 

(3) 대상회사가 현금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모회사와 신설 자

회사가 해당 영업을 양수도 하는 방법, (4) 자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자회

사와 모회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신

주를 발행하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신주 납입 채무와 영업양수도 대

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으로 살피면 각

각 아래와 같다.

<현물출자> <물적분할>

<현금출자 자회사 설립 후 영업양수도>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신주Y 사업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신주분할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현금Y 사업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현금

회사설립(1 단계) 영업양도(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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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및 상계 납입 방식 신주 인수>

이 방법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다.

현물출자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후 영업양도

영업양수도

및 상계납입

주주총회

특별결의
○(중요성) ○ ○(중요성) ○(중요성)

주식매수청구권 ○(중요성) × ○(중요성) ○(중요성)

채권자보호절차 ×(개별 동의

징구 필요)

○(연대책임

배제 시)

×(개별 동의

징구 필요)

×(개별 동의

징구 필요)

법원 심사 ○ × × ×

현금동원 × × ○ ×

이와 같이 자회사를 분리한 후, 일반적인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처

럼 해당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각한다.  위와 같은 자회사 분리 방식이 아

니라, 인적분할이나 자회사 설립 후 현물배당 방식을 통해 양도회사의 주

주들이 직접 대상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매각대금이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2) 실제 사용 현황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대금채권으로
상계납입

신주발행 및
상계납입

B 사
신주

X 사업

A 사

Y 사업

B 사

Y 사업

영업양도

영업양수대
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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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방식을 택하는 경우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한

다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 소재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각종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적분

할과 같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신설회사에 이전한 후 주

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112

이 방식을 활용하면, 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지배권을 매각하는

대신, 대상사업을 보유하는 신설회사의 지분을 일부만 매각할 수도 있다

는 점에서 양도회사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  즉 양도회사가 해

당 회사 지분 전체를 인수회사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배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적 투자자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활용

하는 등 경영권 거래가 아닌 이른바 equity carve-out의 수단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가 거래종결 이후 해당 영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기존 사업을 분리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거래들은 대부분 이러

한 형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서도 대상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사

용되었다. 113   특히 일부 사업 부분만 떼어서 상장하면서, 상장 전 투자

유치(pre-IPO investment)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3) 분석

                                        
112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프린터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통해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신설회사의 지분을 HP에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 중에 있다.
113 대표적인 예로는 두산그룹이 DIP홀딩스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일련의 거래를

들 수 있다.  ㈜두산은 현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인 DIP홀딩스를

설립하였다.  이후 DIP홀딩스와 미래에셋 PE 및 IMM PE가 설립한 설립한

오딘홀딩스는 51%:49%의 비율로 2009. 6. 각각 ㈜두산으로부터 SRS코리아(KFC) 

지분과 삼화왕관 사업부분을,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두산DST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후에도 두산그룹은 두산산업차량,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등과 관련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이 자금을

확충받으면서도 대상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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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겠

다.  먼저 (1)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상 자산, 계약, 채무 등을 인수회사

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대신 대상회사 주식을 매매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하다.114  (2) 인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상 사업이 별도

의 자회사로 분할된 이후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문제 없이 운영되었다면

영업양수도와 같이 과연 거래종결 이후 대상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요컨대 영업

양수도의 장점과 주식양수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Equity carve-out, pre-IPO investment 등 일부 사업부에 대한 투

자 유치를 받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동성이 적은 사업을 유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변환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지분비율 등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전체 회사의 재

무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

4. 정리

이상 본 파트에서는 우리 회사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M&A 수단

들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M&A 수단 별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가. 경영권 거래

(1) 독립 당사자간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s), 그 중에서도

회사 사업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

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매수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소액주주 보호수단도 적용되지 않고, 경영권 프

                                        
114 물론 자회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자산, 계약, 채무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계약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양도회사가 제3자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회사가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아무래도 동의를 함에 있어 거부감이

덜한 것이 일반적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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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엄을 양도회사, 즉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절차상 부담이 적고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들의 이해에도 부합한

다.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이나 현물출자 등을 통해 대

상사업을 별도의 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신주발행 방식은 기존 지배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 주도 회생기업 M&A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단 자율협

약 하의 기업의 M&A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지배주주

의 존재로 인하여 공개매수나 장내매입을 통한 경영권 인수도 잘 사용되

지 않는다.

(2)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거래 자체가 무산되거나 자금이 대량으로 소요될 리스크가 존재하고 경

영권 프리미엄을 전체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한다는 등의 단점

이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 없이 회사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손쉬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특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

로 상장회사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30%의 범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

급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분할합병도 경영권 거래에서는 거의 사

용되지 않는다.

(3) 영업양수도 방식은 양도회사가 해산하여야 양도회사의 주주

들이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는 잘 이용되지 않지만, 양도회사가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

반면 계열회사 간에 사업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의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등이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은 경영권 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에 비해, 계

열회사 간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거래에도 주주

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큰 제한 요소로는 작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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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I.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이 경영권 거래에서 지배지분에 대한 주식양수도 방식이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추론

이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1)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

고 이들 지배주주가 낮은 지분율만으로도 회사를 지배하며, (2) 이들이 높

은 수준의 지배권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누린다는 점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형태(현상)가 (3) 우리나라 M&A 법

제, 즉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율을 하면서 주식양수

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회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제도)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M&A 양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배주주의 존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요 기업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115 공정

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16 지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

에 지배주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65개 기업

집단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117 이 중 공기업집단

13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52개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이 45개이고, 총

                                        
115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설명 및 비교에

대해서는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翻訳: 田中佑季), 岩原紳作, 山下友信, 神田秀樹(編集代表), 会社·金融·法(上巻), 

商事法務 (2013) 참조.
116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금융보험업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회사 등은 집계에서 제외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까지는 5조원이

기준이었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조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2016. 9. 30.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6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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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는 7개 집단 중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 4곳118을 제외하면 우

리나라 민간 대기업집단 중 지배주주가 없는 집단은 3곳(5.7%)에 불과하

다. 119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고120 이 중 지배주주가 존재하

지 않는 회사들이 몇 개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121 대부분의 대기업에

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22

지배주주의 보유 지분도 낮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총수 있는 기업집단(45개사)에서 총수 및 그 친족이 보유하는 지분율의

합계는 상장사의 경우 4.9%, 비상장사의 경우 3.2%에 불과하다. 계열회

사들을 통해 보유하는 지분을 합한 내부지분율은 상장사의 경우 39.1%, 

비상장사의 경우 77.7% 정도에 이르게 된다.123  그러나 내부지분율을 계

                                        
118 이들 회사는 모두 외국회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들이다.  대우조선해양(한국산업은행이 약 49.7%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에쓰-오일(Aramco Overseas Company B.V. 등 Saudi 

Arabian Oil Company(아람코) 계열회사가 약 63.41%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대우건설(KDB밸류제6호가 약 50.75%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한국GM(General Motors Investment Pty Ltd. 등 GM 계열사들이 약 83%를 보유, 

2016. 12. 31. 감사보고서 기준).
119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이다.  포스코(국민연금공단이 약 10.62%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케이티(국민연금공단이 약 10.47%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케이티엔지(국민연금공단이 약 8.59%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모두 공기업으로 출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20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21 예를 들어 KB금융지주(국민연금기금이 약 9.53%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신한금융지주(국민연금공단이 약 9.25%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 

우리은행(예금보험공사가 약 21.37% 보유, 2017. 2. 3.자 예금보험공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하나금융지주(국민연금공단이 약 9.44% 보유, 2016. 9. 

30. 분기보고서 기준)에는 모두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외국계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2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대주주인 기업집단들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PE들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2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지분율을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 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자본금을 단순 합산한 것을 분모로, 총수나 친족, 계열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단순 합산한 것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비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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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들이 상호 출자한 내역들이 중복되어 지분율로

산입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

로 보인다.124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125

(2016. 4. 1. 기준)

구분(회사수) 총수 일가 총수일가 이외 합계

총수 친족 소계 계열사 기타 소계

상장사(221) 2.4 2.5 4.9 29.9 4.3 34.2 39.1

비상장사(1,275) 1.7 1.5 3.2 73.7 0.8 74.5 77.7

분석 범위를 전체 상장회사로 넓혀도 비슷하다. 한국거래소 자

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 내용을 보더라도, 30% 내외의

지분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9년말 기준 한국거래소

전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특별관계자 포함)은 평균 39.5%(유가

증권시장 42.7%, 코스닥시장 37.2%)이었다.126127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현

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를

                                                                                                        
소유 현황 공개” 보도자료, 2016. 7. 7.
124 이러한 방식은 실제 주식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분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개별재무제표 상 자본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로

인하여 자회사의 자본금이 중복 산정될 수 있다는 점,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로 인한 자본금이 중복 산정된다는 점에서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율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공개” 

보도자료, 2016. 7. 7.
1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현황 분석”, 
2010. 4. 15.
127 공정거래법에서도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대상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상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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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포이즌필(poison pill)

과 같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128으로 인하여

적대적 M&A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지분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129

지배주주가 일단 지배권을 확보하면, 지분율이 높은지 낮은지와

관계 없이 지배권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적이익의 절대 크기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에 영향 받지는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지배지분의 주당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130  지배주

주의 지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

계는 불일치하게 된다.131

간단한 예를 살펴 보자.  예를 들어 전체 발행 주식총수가 100주

이고, 전체기업가치는 100원,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이익은 20원이라고

하자.  (1) 지배주주가 80주를 보유하면 지배주주의 부는 �100원− 20원� ×

��주

���주
+ 20원 = 84원 , 소액주주의 부는 �100원− 20원� ×

��주

���주
= 16원 이 된다.  

주당 가치를 계산하면 지배주주 보유 지분은 주당 1.05원,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주당 0.8원이 된다.  (2) 그런데 지배주주가 40주만으로도 지배권

                                        
128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소액주주 축출 제도가 없어서 적대적 M&A 이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불안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견해도 있다.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6.
129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의 경우 경영진-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만일 경영진의 성과가 좋지 않아 주가가 낮은 경우에는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반면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의 경우 적대적

M&A를 통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낮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는 경영진-주주간 대리인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金建植, 앞의 논문(주 118) p. 140-141.
130 지배권을 강하게 보호할수록 경영진이 사용하는 현금 흐름의 흐름이 높다는

설명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p. 197.  복수의결권(dual-

class shares)에 대한 연구이지만,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은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현금흐름권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설명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송옥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p. 269.
131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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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배주주의 부는 �100원− 20원� ×
��주

���주
+ 20원 = 52원, 

소액주주의 부는 �100원− 20원� ×
��주

���주
= 48원이 된다.  주당 가치를 계산

하면 지배주주 보유 지분은 주당 1.3원,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주당 0.8

원이 된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지배지분의 주당 가치는 높아

진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동일한

주당 가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1)의 경우 총

105원(1.05원×100주), (2)의 경우 총 130원(1.3원×100주) 이상을 제시하여

야만 거래가 성립한다.  전자의 경우 인수회사는 해당 사업의 가치를 5원

이상 올릴 수 있으면 거래에 응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가치를 30원 이상 올려야 한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합병이나

영업양수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위 예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  전

체 사업의 가치를 ��, 인수 후 사업의 가치를 ��, 사적이익을 �,132 지배주

주 지분율을 α	(단	0 < α < 1)라 하면 아래 수식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

병 등 거래가 성사된다.

�� >
(�� − �) × � + �

�

여기서 우변은 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이 모든 주주들에게 비례적

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즉 위의 예에서 105원이나 130원을 의미한다), 좌변은 이러한 대가를 지

급하고 인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인수 후

사업가치를 나타낸다.  인수 후 사업가치가(좌변)이 인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대가(우변)보다 커야만 합병 등 거래가 성사된다.

M&A 거래 후 사업 가치의 변화분인 ∆V(= �� − ��)을 좌변으로

하여 위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인수 후 인수회사가 전체

                                        
132 논의의 편의상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거래 전후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즉 양도회사나 인수회사나 회사를 지배함으로 얻는 사적이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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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를 예전보다 올릴 자신이 있어야 (즉 ∆V > 0이 되게 하여야) 인

수를 추진할 것이다.

∆� =
(1 − �)

�
× �

위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율

(α)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수회사가 인수 후에 기업가치를 더 많이 상승

시킬 수 있어야만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통한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 즉 합병, 영업양수도보다 주식양수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배주주 지분율과 합병 거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치 상승분>

2. 높은 수준의 지배권 사적이익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의 수준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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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133  예를 들어 최근 이루어진 몇몇

대형 상장회사 인수거래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수준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90%대에 이른다.

<주요 M&A거래 경영권 프리미엄>134

대상회사 주가 거래가격 프리미엄

대우증권 10,150원(입찰일) 16,979원 67.3%

로엔엔터테인먼트 78,600원(계약체결전일) 97,000원 23.4%

쌍용양회공업 16,400원(입찰일) 23,850원 45.4%

동양시멘트 7,000원(입찰일) 13,461원 92.3%

한온시스템 33,900원(계약체결전일) 52,000원 53.4%

우리투자증권 9,960원(입찰일) 12,522원 25.7%

경영권 프리미엄에는 지배권의 사적이익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

가 예상하는 대상회사 인수 후 대상회사 주식 가치의 증가분, 인수회사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너지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권 프

리미엄의 수준이 높다고 하여 지배주주가 누리는 지배권의 사적이익

(private benefit of control)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인들보다 M&A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

는 데에 특별히 뛰어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높은 경영권 프

리미엄은 대부분 높은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이란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소액주주가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지배주주가 회사와의 자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높은

수준의 보수, 회사 지배로 인한 만족감 같은 비금전적 이익(non-

                                        
133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49.
134 최근 3년간(2014~2016) 이루어진 매년 10대 M&A 중 주가가 확인되는

상장회사에서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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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uniary benefit)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135

지배권 사적이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

재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36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사적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떠한

지 등을 정량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137 그렇지만 위와 같이 높

은 프리미엄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배권 사적이익의 수

준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재벌 총수의

친족들이 회사로부터 과도한 보수를 받는다든지, 친족회사에 대한 일감몰

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든지, 기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친족들에

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지배권 사적이익으로 인하여 문제된 사

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도 우리나라에서 지배권 사적이익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크면 클수록, 합병, 영업양수도보다 지배지

분의 주식양수도 방식이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서 본 수식

(∆� >
(���)

�
× � )에서 사적이익(� )을 독립변수로, 인수 후 인수인이 늘려

야 하는 전체주식가치(∆V)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두 변수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5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수인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주식대금과 해당 내용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의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방법, 

의결권 있는 주식과 무의결권부 주식 간 주가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Barclay, Michael J. & Holderness, Clifford G., “Private Benefits from Control of Public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5 (1989);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Private Benefits of Contro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Finance, Vol. 
59, No. 2 (2004); Lease, Ronald C., McConnell, John J., Mikkelson, Wayne H., "The Market 
Value of Control in Publicly-Traded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 
(1983).  지배권 사적이익의 내용 및 M&A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36 제2장 제2절 III. 4 참조.  특히 비금전적 이익(non-pecuniary benefit)의 경우

개인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애당초 정량화가 쉽지 않다.
137 예를 들어 각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교한 Dyck & Zingales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39개국 평균 수치는 14%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6%로

계산하고 있기는 하다.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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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사적이익과 합병 거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치 상승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이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형태의 M&A 거래는, (1)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으

면 낮을수록, (2)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크면 클수록 성사되기 어렵다.  우

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에서는 지배주주가 낮은 지분율만으로도 전체 회사

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배주주가 누릴 수 있

는 사적이익의 크기도 비교적 큰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경영권 거래

(control transaction)에서 지배주식을 거래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거래가

대부분이고, 합병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라

볼 수 있다.

반면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변동하지 않

는다.  지배주주는 거래 전에도 사적이익을 누리고 후에도 사적이익을 누

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익의 크기는 거래 성사 여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

로 지배주주의 지분율도 합병 거래 성사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당사자들 간에 독립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

서 본 논리는 계열회사 간 거래에 적용하기 힘들다.  경영권 거래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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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거래가 비교적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은 이

러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한 느슨한 통제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지

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누리던 사적이익

을 소액주주도 공유하게 된다.  거래의 구조 자체로 소액주주가 일정한

보호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회사법은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추가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

치 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는 지배주주만 사적이익의 대가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양도회사나 인수회사는 이를 선호할 가

능성이 높다.  게다가 회사법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확실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보다 더욱 간편해진다.  

M&A 거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소액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인데,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 체계 하에서는 주식양수도를 더욱더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II.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이상 본 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M&A 소액

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먼저 M&A 거래 유형별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균형을 잃었다

는 점이다.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식양수도 거래

에 대해 별다른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없다.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에서는 회사법이 지나치게 깊게 개입한다.  (2) 둘째, 독립당사간 거래와

계열회사 간 거래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지배권이 이전되는지

여부와 같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와 같은 거

래의 형식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적용함에 따라, 독립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나 계열회사 간 거래에 동일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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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3) 마지막으로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이

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의 발동 여부가 거래 형식을 기

준으로 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더라도 형식만 다르면 다른 취급을 하다

보니, 거래구조의 변경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손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이하 문제점 별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불균형 – 기울어진 운동장

가.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한 무관심

주식양수도 거래의 양도회사나 인수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소액보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양도

회사가 전체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인수회사가 유보 현금 전부와 대량 차입을 통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같은 일반적인 의무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호 그룹, 웅진 그룹, STX 그룹과 같이

M&A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수익

보장약정이나 지급보증 등으로 인수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그 결과

인수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M&A의 경우 거래금액의 과소 여

부와 관계 없이, 인수회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고 별다른 정

보도 공개되지 않는 등 인수회사의 M&A 과정에서의 대리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법의 관심이 낮았다.138

회사법은 주식양수도 거래의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무

관심하다.  주지하다시피, M&A와 관련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논의는

M&A 상황에서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지배

                                        
138 이에 대한 선구적 연구 결과로는,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4권

제3호(2015),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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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M&A 상황에서 대상회사 이사들이 주

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큰 관심을 둔다.  미국은 이

사들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요구하며, 139 유럽에서는 이사들이 M&A 

인수 시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140  특히 유럽 주

요 국가들 및 일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rule)를 통해,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지배주주와 동일한 주당 가격에 주식을 매각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실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를 떠나서 주요 법제들은 모두 M&A 과정에서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을 보

호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market rule을 채택하면서도, 

주식양수도 상황에서 대상회사 이사들이나 지배주주가 어떻게 행위를 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나 회사법이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141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지배주주의 지배지분 매각에 대해 별다른 고

민 없이 실사자료를 준비하고 이러한 매각에 협조하는 것이 현실이다.142  

대상회사의 이사들이 모두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다 보니, 어떠한 독립

적인 역할을 경영진에게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여 지배주주에

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이렇다 보

니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는 소액주주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M&A를 진

행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지배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인수희망인에게

지배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력행사를 하고, 지배주주와 인수희

망인이 고용보장약정이나 매각위로금의 지급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143

                                        
139 M&A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논의는 대상회사 관련자들의 권리의무에

집중되어 있다.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36-137.
140 Board neutrality rule의 내용에 대해서는 Marccus Partne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External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2012) p. 299 

이하 참조.
141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대상회사 자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나 법원의 적극적 법해석이 없는 한 회사법 상 규율이 미치지 않게 된다.
142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2.
143 최근의 동향을 보면, M&A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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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대한 과잉 개입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회사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강력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을 두고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이 당사자인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합병 무효의 소를 통해 합병

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합병에서는 양도회사의 주식가치가 인수회사 주식가치의

1/10을 넘기만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고, 반대주주가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

어서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산가치, 매출액, 영업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부가 인수회사의 10%가 넘어가면 위와 같

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버렸다.  주식양수도에서는 순자산

의 몇 배가 되는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는데,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0%만 넘어도 각종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이 작

동한다.

이처럼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적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수희망인이 인수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양도인인 지배주주에게 실력행사 등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수회사가 고용승계보장 약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하여야 하고, 

양도회사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곤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인수희망인의 실사를

방해한다든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동쟁의를 하는 등 실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사실 노동조합이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나 인수희망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대상회사 생산설비를 점유하고 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근로자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원활한 M&A 진행을 위해 양도인과

인수인이 합의하여 적당한 수준의 고용보장약정(대개 인수 후 몇 년 동안

대상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체결하고,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매각위로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M&A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p. 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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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주식양수도의 경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과연 합병, 영업양

수도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소액주주가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인수회사 소

액주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영권 거래와 계열회사 간 M&A의 비차별

우리 회사법에서는 독립당사자간 경영권 거래와, 특수관계가 있

는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 적용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인수회사가 양도회사와의 치열한 협상 끝에 양도회사의 영업

을 인수하는 경우나 이러한 과정 없이 인수하는 경우 모두 주주총회 특

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과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이 경영권 거

래와 계열회사 간 거래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지, 이로 인한 효과가 전자와 후자에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

다.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

돌하지만, 경영권 거래에서는 인수회사, 인수회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대리인 문제의 양상이 다

르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계열회사 간 거래는 상법 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의 자기

거래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사회 결의 요건이 강화되는 것

등 이외에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미국에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독립된 이사회에 의한 승인, 소

액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총회 승인, 이사가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입

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절차와 대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법리들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144

다만 자기거래의 통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주

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자세하게 살펴 보지는 않고, 다만 주주총회 승

인 요건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등과 관련하여 경영권 거래에서

의 적용 범위와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의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범위에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144 제1절 II. 1.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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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의 비정합성 – 촘촘하지 않은 그물망

가. 개관

현행 상법 상으로는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

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들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

다.  이러한 정합성 문제는 우리 회사법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보다는 합

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중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거래 형태를 약간 변경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다면 제도를 도입한 취지

가 몰각된다.  제도의 그물망이 엉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매우 많다.  앞서 일부 사업 분리 후 주식양

수도 방식에서 본 것처럼, 일부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법은 얼핏

생각해도 현물출자,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후 영업양수도, 상계납입 등의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145  포괄적 주식교환과 삼각합병146, 인적분할과

자회사 설립 후 현물배당도 좋은 예이다.  교부금 합병과 교부금 주식교

환도 설계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147   이러한 거래

방법들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지만, 요구되는 절차는 서로 다르다.

비정합성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는 인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를 주식양수도 거래로 변형하거나 100% 자회

사를 설립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각종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회

피할 수 있다는 것이겠다.  이하 인수회사의 회피 방법과 양도회사의 회

                                        
145 제2절 II. 2. 다. 참조.
146 인수회사가 신주를 출자하여 100% 자회사(SPC)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인수회사의 신주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삼각합병을 진행하면 포괄적 주식교환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147 인수회사가 100% 자회사(SPC)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면, 대상회사가

인수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고,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들은 회사로부터 축출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와 직접 교부금주식교환을 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만들 수 있다.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인수회사의 100% 

자회사인 SPC가 지출하는지(교부금합병), 아니면 인수회사가 지출하는지(교부금

주식교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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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방법 순으로 보자.

나. 인수회사의 회피 방법

예를 들어 인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인수회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영업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경우 상법 제374조에 의

하여 인수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

구권이 부여된다(아래 그림 중 왼쪽 참조).

<인수회사의 거래 구조 설계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회피>

그런데 인수회사가 현금을 출자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수회사 대신 해당 자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영업을 인수하면, 인수회사

단계에서는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위 그림 중 오른쪽 참조).  자회사 단계에서는 영업양수를 위해

주주총회가 필요하지만, 자회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모회사인 인수

회사의 이사회가 행사하기 때문에 인수회사 소액주주 보호라는 당초 제

도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주주

총회 승인이라는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다. 양도회사의 회피 방법

이러한 우회방법은 인수회사뿐만 아니라 양도회사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회사가 두 개의 사업부 중 중요한 하나를 매각하기

로 했다고 하자.  중요한 사업부를 매각하면 양도회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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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i) 회

사분할을 통해 해당 사업부를 자회사로 만들고, 양도회사가 자회사 주식

을 처분하거나(그림 왼쪽 참조), (ii) 자회사가 직접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

(그림 오른쪽 참조) 양도회사는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i)에서는 주식 처분 시 아예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요

구되지 않고, (ii)에서는 자회사가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 자회사 주주총회

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어차피 모회사가 자회

사 지분 전부를 보유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148

<양도회사의 거래 구조 설계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회피>

정합성 문제는 M&A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상법 개정 등을 통

해 M&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이 발

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예들도 모두 2012. 4. 시행 개정 상법이나

2016. 3. 시행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것들이다.  특히 상법이 분

할과 같은 유럽식 제도와, 합병 대가의 자유화와 같은 미국식 제도들을

함께 규정함에 따라 연혁을 달리하는 제도들 간의 충돌 내지 불균형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149

                                        
148 앞서 제2절 II. 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점에서 사업의 일부를 인수할

때 영업양수도 방식 대신 사업 분리 후 주식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다.
149 채권자보호 제도의 정합성과 관련하여서는 송옥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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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M&A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에서 찾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어

떠한 동기에서 M&A 거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회주의적 행동

을 할 것인지, M&A 거래의 결과 인수회사, 양도회사 및 대상회사 소액주

주의 부가 실제 얼마나 침해되는지가 소액주주 보호 제도 설계의 출발점

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연 양도회사나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이나 영업양수도 거래가 주식양수도보다 더 위험한 것인지, 대상회사 소

액주주는 우리나라 상법의 입장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파악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영권 거래에서의 소액주주 부의 변화와,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의 소액주주 부의 변화 양상이 비슷해서 현재와 같

이 거의 동일한 보호수단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건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한다.

소액주주 부의 변화가 유사하면, 다른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적

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큼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지만, 지배주

주의 대리인 문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적용하면

효율적인 M&A가 좌절될 수도 있다. 제2장에서는 M&A를 통해 지배주주

와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 본다.  특히 거래형태 및

관련 회사(인수, 양수, 대상회사)의 소액주주 별로 검토한다.

소액주주 부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이 언제 작동되어

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 수단들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처럼 설계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위에서 검토한 우회 거래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된다.  제3장에서는 인수회사와 양도회사에 가장

강력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과

연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본다.  특히 사실

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 소액주

주들에게 어떠한 이해관계 조정 수단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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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1주의 가치와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1주의 가치는 다르다.  M&A 상황에서 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와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제1절에서는 주주의 주식가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

펴 본다.  먼저 지배주주 보유 주식가치와 소액주주 보유 주식가치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인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과 여러 회사가 동일한 지배 하에 놓임으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

분, 이른바 시너지(synergies)에 대해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부와 소액주주의 부가 각각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는지를 살핀다.  

특히 경영권이 이전되는 M&A거래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계열

회사 간 M&A 거래에서는 부의 변화 양상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여 살펴

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식양수도 거래를 중심으로, 인수회사, 양

도회사 및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요소에 의

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주주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권리를 보유한다.  전자는 배당, 유상감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3

자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후자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경영진 임면에 대한 의결권 또는

간접적 영향력 행사, 각종 소수주주권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각각 자익권, 공익권으로 볼 수도 있다.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이라면 주주는 그

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누린다.  그런데 현금은 가분적이어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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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이지 않아서 이를 여러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나눌 수 없다. 주주들

은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갖지만, 실제 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 및 이

사회가 수행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선임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

록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150  지배주주는 일부 지분만으로 회사 지배

권에 관한 권리를 독점하고, 이로부터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상회사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의 부는 대상회사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M&A가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에 따라 대상회

사의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현금흐름도 변화한다.  인수회사

는 대상회사의 현금흐름, 지배권의 사적이익, 인수회사가 얻는 시너지, 나

아가 인수회사의 계열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M&A를 실행한다.

M&A가 이루어지면 대상회사의 현금 흐름과 지배권의 사적이익

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결정에 따라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변화하고 직접 자신의 부의 변화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하

이들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고, 지배주주는 지배권

사적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어떤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자.

I.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150 이사회 단계에서 최대주주가 이사직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2대 주주

등도 어느 정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집중투표제도이다.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2대 주주

등이 자신 지명하는 자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정관에

의하여 배제가 가능하고(opt-out), 후자는 현행 상법 상 일괄선출(이사를 선출한

후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opt-out)하지

않은 상장회사는 전체 736개 중 48개 회사(6.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016. 4. 1. 기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

유형” (2016)).  20대 국회 들어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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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주주는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분배 받거나 주식을 회사나 제3자

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exit)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현금 흐름에 관한 권리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

로 하는지,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51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분류>

지급 주체 재원 방법

회사로부터

회수

배당가능이익 이익배당(제462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제341조)152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

제한 없음

(채권자 보호 절차

선행)

유상 감자(제438조)

잔여재산 분배(제538조)

합병교부금의 지급(제523조 제4호)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5)

제3자에게

매각

제한 없음 제3자에의 매각(제335조)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주주가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누리려면 회사에 현금이 있어

야 한다. 회사에 현금이 쌓이려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잘 경영

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잘 경영되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축적되어

도, 회사로부터 주주로의 현금 흐름은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지

만 발생한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소액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익

의 배당을 강제할 수 없고 지배주주의 배당성향(propensity to dividend)에

따라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회사의 자기주

식 취득도 회사가 이를 결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 이

                                        
151 한국상사법학회(정준혁 집필 부분), 주식회사법대계 III(제2판), 법문사 (2016) 
p. 284 – 285.
152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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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재원을 사용하는 유상감자 역시 회사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고, 회사

가 해산하는 경우에야 가능한 잔여재산 분배, 합병 과정에서만 인정되는

합병교부금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소액주주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 대한 매각도 유동성이 있어서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현실에서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회사 소

액주주의 경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2012년

개정 상법을 통해 시행된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는 지배주주가 95%

의 지분율을 보유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

적이다.  

이처럼 소액주주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크게 (1) 지배주주의

경영능력, (2) 지배주주의 배당성향 등 분배성향, (3) 주식의 유동성에 좌

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본다.

2.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지배주주의 경영능력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회사가 재산을 주주

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산이 있어야 한다. 회사재산의 증대

여부는 지배주주든 경영진이든 회사 지배권자의 경영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회사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영능력이 뛰어난 지배주주(또는 뛰어난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

시할 수 있는 지배주주)를 선호한다.

나. 배당성향

아무리 회사에 재산이 많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배당결의

를 하지 않거나, 자기주식취득, 감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주주들에게 분

배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회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유보하여 회사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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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153

회사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하여 이를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해당 자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

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154  아울러 배당 등을 통해 재산을 분배하

더라도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의

배당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의 배당률을 낮출 인센티브가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승인이 이루

어지기 전까지는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지배주주가 행사하게 된다.  소액주주 입장에

서 보면 어떠한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가, 그 지배주

주의 배당성향에 따라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 밖

에 없다.

다. 주식의 매각 용이성

주주는 주식을 회사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기존 투자

금을 회수하고 발생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상 주주

가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들은 모두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이를 승인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지배주

주만이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실행할 수 있고155,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지

                                        
153 회사가 장기간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가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회사가 영리성이라는 상법상

기본 목적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사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야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위와 같은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다. 

한국상사법학회(정준혁 집필 부분), 앞의 책(주 154) p. 308.
154 Jensen, Michael C., “Agency Cost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76 American Economic Review 323 (1986).
155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각종 제한들의 적용을 받는다.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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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주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함께 참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자익

권 가치 중 회사에 대한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부분은 지배주주가 누구

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식이 시장에

서 거래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장회사의 주식가치와 비상

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

이라도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유동성이 낮은 주

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유동성이

높은 주식과 비교할 때 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치감소분을 비유동성할인(illiquidity discount)이라 한다.  자본시

장법의 하위 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도 비

상장주식 가치가 상장주식의 가치보다 적어도 30% 이상 낮다는 것을 전

제로 규정하고 있다.156

그런데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할지 여부는 지배주주가 결정권을

갖고 소액주주가 이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액주주는 최초 투

자 시부터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매입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 자체가 어떠한 손해를 야

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에는 주식이 상장되

어 있었으나 이후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거나 주식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3. 소결

모든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누리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도 실

상은 지배주주의 행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지

배주주는 기업의 부 중 일부를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

론 소액주주가 누리는 현금 흐름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

                                                                                                        
실행가능하고, 유상자본감소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가능하다.
156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가치를 구하는 경우,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주식가치를 바탕으로 가격을

구한 후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3조, 시행세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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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누가 지배주주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II. 지배권의 사적이익

1.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누

리는 이익으로서 소액주주는 누릴 수 없지만 지배주주는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을 의미한다. 157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기업지배구조론에서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의 문제점이나 다중의결권 주식과 같이 회사

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와 지배권이 분리된 경우의 문제점을 논하는

경우는 물론, Law & Finance 분야에서의 각국의 투자자 보호 수단을 평가

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158  지배지분의 매매를 통한

경영권 거래(private sale of control)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게 수단

이기도 하다.

                                        
157 Bebchuk, Lucian A. and Kahan, Marcel, “A Framework for Analyzing Legal Policy 
Towards Proxy Contests” 78 California Law Review 1071, 1090 (1990) p. 19; Schuster, 

Edmund‐Philipp, “Efficiency in Private Control Sales – The Case for Mandatory Bids”, 
LSE Legal Studies Working Paper No. 8 (2010), p.14
158 많은 논문에서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의 행동이 영향을 받음을 논의하였다.  Bebchuk, Lucian A. and Kahan, 

Marcel, 앞의 논문(주 161) p. 19;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14;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Takeover Bids, the Free Rider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Corporation", 11 Bell J. Econ. 42 (1980), p. 42; Gilson, Ronald, 앞의

논문(주 11); Gilson Ronald J. and Gordon, Jeffrey N, 앞의 논문(주 11); La Porta, Rafael; 
Lopez-de-Silanes, Florencio; Shleifer, Andrei; Vishny, Robert,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1998);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One Share-One 
Vote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2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75 (1988); 
Coffee, John, C. Jr, “Do Norms Matter? A Cross-Country Evaluation” 149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1); Barclay, Michael J. & Holderness, Clifford G., 앞의 논문(주 138);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Lease, Ronald C., McConnell, 

John J., Mikkelson, Wayne H., 앞의 논문(주 138); Lee, Hyun-Chul, The Hidden Cost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Value Shift and Efficiency, 29 Journal of Corporation Law 719 

(2004)’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노혁준,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과 그 시사점”, 법학(2007. 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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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서는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주주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

해 얻는 이익(tunneling)이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보수, 나아가 회

사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얻는 이익(asset siphoning)은 물론이고, 회사 자

산을 개인적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non-pecuniary benefits)도 사적이익으로 본다.159

시너지를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볼지도 명확하지 않다.  대상회

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 대상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한 시너지는 대

상회사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인 회사에도 발생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모두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대상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는 대상회사에 귀속되지만, 인

수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는 인수회사, 즉 대상회사 지배주주만이 누리게

되므로, 다른 대상회사 주주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를 지배주주가 누린다

는 점에서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60  반면 지배권

의 사적이익은 모든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입장도 존재하고,161 여러 문헌들

에서는 시너지의 포함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처럼 지배권의 사적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가 존

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 어떤 정의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M&A 상황에서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지배권

의 사적이익에 의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를 갖는지,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

와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하는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상회

사 소액주주의 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과 대상회사 소액주주 부의

감소 없이 지배주주가 얻는 부는 구분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상 보다 간

명하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의 기회주의적 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인수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 등은

                                        
159 Gilson, Ronald J, 앞의 논문(주 11).
160 이러한 입장으로는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18; Fujita, 
Tomotaka, “The Takeover Regulation in Japan: Peculiar Developments in the Mandatory 
Offer Rule”, 24 UT Soft Law Review 3 (2011)
161 Zingales, L., & Dyck, A., 앞의 논문(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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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도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대상회

사의 재산 중 모든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누리지는 못하

는 부분, 즉 지배주주만이 불비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수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는

항을 바꾸어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2. 지배권에 대한 시각

지배권 및 이로 인한 지배권 사적이익이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

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면 (1) 지배주주의 존재로 인하

여 소액주주의 부가 감소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2) 지배주주의

존재가 전체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소액주주 부 감소 측면

지배주주의 지배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지배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로부터 사적이익을 빼내어 나가려고 하고, 이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 비용(agency cost)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제도(rule)와 시장(market)을 수

립하는 것이 소액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법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억제할수록, 금융시장이 발전할수

록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감소하고 소액주주가 보호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줄여야 하는 대상

이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필요악 정

도로 바라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은 지배주주의 경영진에 대

한 감시 역할에 주목한다.162  지배주주가 존재하면 전체기업가치 중 소액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주주가 경영진-

                                        
162 Gilson Ronald J. and Gordon, Jeffrey N, 앞의 논문 (주 11); Gilson, Ronald, 앞의

논문(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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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배주주가

없다면, 소액주주 중 그 누구도 경영진을 감시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지

않기 때문에(rational apathy) 지배주주-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은 발생

하지 않겠지만 그 대신 경영진-주주 간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감시할 경우 경영

진-주주간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혜택은 지배주주뿐

만 아니라 전체 주주가 누리게 되므로, 지배주주에게 일정한 사적이익이

제공되어야 지배주주가 기꺼이 감시 비용(monitoring cost)을 지출하면서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가

져가는 사적이익(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비용)이 적절한 감시가 이

루어지지 않았을 때 경영진이 회사로부터 가져가는 이익(경영진-주주 간

대리인 비용)보다 크다면,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배

권의 사적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소액주주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163

나. 전체 기업가치 증가 측면

지배주주는 단지 회사로부터 사적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지배권

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

권을 취득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기업인(entrepreneur)이 기

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완벽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를 쉽게 추

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벤처 기업인이 여러 개의 벤처캐피탈로부

터 자금을 투자 받아서 벤처캐피탈들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고 하자.  기업인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벤처캐피탈의 동의 없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벤처캐피탈들은 기업인에 비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분석력이나

직관력이 부족하므로, 기업인의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훌륭한 사업 아이

디어를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기업인이 사적인

                                        
163 송옥렬, 앞의 논문(주 133)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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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제안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164

이처럼 이러한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문제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

는 소액주주나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주로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사업이

라도 좌절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인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설사 기업가치 상승

으로 인한 과실을 다른 소액주주들과 함께 나누더라도)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인센티브

를 갖는다.  기업인이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투자 시에는 그 가치

를 알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고, 지배주주가 이

러한 목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체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을 준

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

율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은 법제에서는 지배

주주의 대리인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

여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165

다. 평가

(1) 위 입장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위 입장들은 사실 모두 타당하다.  우리나라 재벌의 공과도 위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역사를 보면 대개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추진 능력을 가진 창업주에 의하여 크게 성장한

사례들이 많다.  이들 창업주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소액

주주나 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대기업 창업주들은 지배주

주는 안정된 지배권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전체기업가치를 높였다.  이는 지배권의 존재가 창업가의 특유

                                        
164 Goshen, Zohar and Hamdani, Assaf, “Corporate Control and Idiosyncratic Vision”, Yale 
Law Journal, Vol. 125, (2016).
165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논의이지만, 본 논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133)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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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견지명(idiosyncratic vision)을 실현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필요하다는 두 번째 견해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지배권 집중으로 인하여 재벌에 의한 각종 사익추구행

위(경영권 승계 관련 각종 스캔들, 일감몰아주기 등 tunneling, 과다한 보

수)도 많이 문제된 것이 사실이다.  매우 적은 지분만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회사가 재벌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전체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배당 등을 실시하기 보다는

경영권 승계나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가 유용되고 총수

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의 역량이 동원된 것도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지배권을 취득한다

는 첫 번째 견해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러한 지배권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된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배주주의 존재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비

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B)부분을 강조하고, 두 번째 견해

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V)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2) 투자자 보호와 법률 및 법원의 역할

위 그림에서 소액주주의 부는 V− B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기 때

문에, 소액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주식가치(V)를 증가시키고, 

지배주주에게만 불비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B)을 줄여야 한다.  이 중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부분은 법률이나 법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통제될

사적이익(B)

전체주식가치(V)

지배주주 몫소액주주 몫

소액주주지분 지배주주지분

비례적 귀속부분(V–B)



105

수 있다.  2012년 시행 개정 상법에서 자기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

이나, 사업기회 유용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이 그 예이다. 166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든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167들은 모두 지배주

주의 사적이익(B)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 자

기거래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정한 행동양

식 내지 기준(standard)을 제공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168

반면 전체 주식가치(V)의 경우 법률이나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전체 주식가치의 증가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을 갖춘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

는 부분이고 법률이나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법률이

나 법원은 대상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대상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경영권 거래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잘 작

동될 수 있게 하고, 유능한 경영진과 그렇지 않은 경영진을 구분해 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하거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관련 해석을 적극적

으로 하는 등의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M&A 거래

가 불필요한 제도로 인하여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66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장재영, 정준혁,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BFL 제5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천경훈,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권윤구, 이우진,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의

규제”, BFL 제5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등 참조.
167 공정거래법의 이른바 사익편취금지규정(제23조의2)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윤성운, 김진훈, 김윤수,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중심으로”, BFL 제7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168 만일 법제도 및 법원이 완벽하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통제하여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 경영진을 감독하는데 비해, 그로 인한 이익은 모든 주주들이

향유하게 된다.  지배주주로서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기 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 소유구조는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지배주주로서는 본래 향유하던

사적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는 이상 지배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주식 소유구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Bebchuk, Lucian A., “A Rent-Protection Theory of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Harvard Law and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26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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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 법제의 두 가지 목표

위 내용은 M&A 법제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주

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치증가형 M&A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표와, 가치

감소형 M&A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169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주식가치(V)는 M&A 거래 이후 새로운 지배주주와 경영진

이 얼마나 회사를 잘 경영하는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인수회사가

M&A 거래 이후 자신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애당초

M&A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새롭게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의 인센티

브는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주식가치(V − B)의 증가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사적이익(B)으로 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면, M&A 거래 전후로 전체

주식가치(V)를 최대한 증대시키고, 사적이익(B)은 최대한 감소시키는

M&A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체 주식가치(V)를 증가시키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인수회사, 즉 새로운 지배주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인수

회사는 M&A 이후 대상회사로부터 사적이익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경

영권 프리미엄을 기존 지배주주(양도회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M&A 거

래 이후 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M&A를 할 유인이 커진다.170

                                        
169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Mandatory Bids, Squeeze-Out, Sell-Out and the 
Dynamics of the Tender Offer Process”, in Ferrarini et al. (eds.), “Reforming Company and 
Takeover Law in Europe”, Oxford, (2004) p. 743.
170 지배권 사적이익은 주식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주주들의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인수희망인이 제시할 수 있는

공개매수가격의 최대 금액은 M&A 거래 이후 인수희망인의 주식가치가 된다.  

주주들은, 인수희망인이 공개매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M&A 거래 이후

회사의 주식가치가 인수희망인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격이나 현재 시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signal)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면

회사의 주주로 남는 것보다 손해가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주주라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잔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개매수가

무산된다.  전체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M&A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무임승차(free-riding)에 따라 무산된 것이다.

반면 인수 후 인수희망인이 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회사에 잔존하는

소액주주들로서는 해당 사적이익만큼 자신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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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지나치게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Gilson & Gordon이 언급한 것처럼,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은 지배주

주로 하여금 경영진을 감시하게 할 유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주주

에게 불이익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가치가 증가하는 M&A 거래는

새로운 지배주주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되도록 이로 인

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지배주주가 효율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오

히려 이러한 지배주주 노력의 결과에 소액주주가 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

게 하면, 지배주주가 효율적인 M&A를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171172  

회사법이나 법원은 M&A 거래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선에서 개입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M&A 법제는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지향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1) 제1목표 – 전체 주식가치의 증가

법제도의 목적은 사회적 효율성(social welfare), 즉 사회 전체의

부를 높이는 데에 있다.  이를 회사법의 맥락에서 구체화하면, 회사의 행

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173  M&A에 있어서도 M&A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전

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M&A를 효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 아닌 칼도-힉스 효율(Kaldor-Hicks efficiency)을

                                                                                                        
효율적인 M&A가 진행될 수 있다.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앞의 논문(주 173) p. 746.
171 예를 들어 인수회사의 대상회사 인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에게 M&A 진행 전의 주식가치를 넘어서 M&A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보상을 하면 지배주주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거래를 실행할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72 소액주주 축출 거래(squeeze-out transaction)의 정당성은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고 인수회사로 하여금 M&A를 추진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73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 Edward Rock, 앞의 책(주 2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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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보면 된다.174

본 논문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초점을

두므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부의 합이 증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

든 주주가 누리는 현금흐름에 관한 권리와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이익

의 합이 클수록 효율적으로 본다.175176  M&A 관련 법제도의 목적도 이러

한 효율적인 M&A가 이뤄지게 하는 데에 있다.  전체주식가치(∆V)가 늘어

나는 M&A가 효율적인 M&A이다.177

(2) 제2목표 – 소액주주 손해 방지

M&A 법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 통제에

있다.  투자자 보호 수단이 적절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이는 결국 회사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은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지

배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178

그렇지만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과도하면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

가 M&A를 추진할 유인을 잃을 수 있고, 효율적인 M&A가 좌절될 수도

                                        
174 현실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부가 적어도 증가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쉽지

않다.  사적거래를 통한 지배권 이전(private sale of control)을 논하는 논문들은

모두 칼도-힉스 효율을 바탕으로 M&A 거래의 효율성을 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Bebchuk, Lucian A, “Efficient and Inefficient 
Sales of Corporate Control” 109 Q. J. Econ. 957 (1994);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등.
175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법이 도입하는 채권자 보호 수단들은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과 논리 구성이 다르므로, M&A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176 M&A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때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p. 191.
177 뒤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만을 보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는 인수회사의 기업가치 증가도 함께 고려한다.  즉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부의 합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거래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제2절 IV. 2. 참조.
178 LLSV의 일련의 논문들은 모두 좋은 투자자 보호 제도는 기업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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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액주주의 부가 M&A 거래 전보다 감소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M&A 거래 이후 소

액주주의 부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법이 개입하면 안되고, 소액주주의 부

가 감소하면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통해 M&A 거래 직전의 부 수준까지

만 소액주주의 부를 회복시키면 된다.  회사법이 이 기준을 넘어서 지배

주주가 M&A를 통해 얻는 이익을 소액주주에게 추가적으로 공유하는 정

도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79180  즉 (∆(V − B) ≥ 0)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지, 회사법이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필요는

없다.

3. 지배권 사적이익의 구체적 내용 – 지배주주 부의 구성 요소

지배주주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배권

사적이익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181  따라서 이하에서

는 사적이익의 구체적 방법들과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살

펴 보기로 한다.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이익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하에 유형화하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된다.182 이하 유형별로 살펴본다.

                                        
179 같은 주장으로는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앞의 논문(주 173) p. 743.  

소액주주 보호는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180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나, Easterbrook과 Fischel도

M&A 거래로 인한 추가 이득을 공유할 필요는 없고, 모든 투자자들은 최소한

거래 전에 갖던 수준의 부를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지배주주와 같은 일부

주주들이 시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더라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지만 않으면 신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39.
181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각종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통칭하여

터널링(tunnelling)이라고 한다.  Johnson, Simon; La Porta, Rafael; Lopez de Silanes, 
Florencio and Shleifer, Andrei, “Tunnel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00).
182 참고로 Atanasov, Vladimir A.; Black, Bernard S.; and Ciccotello, Conrad S., "Law and 

Tunneling",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 37, p. 1-49, (2011)은 tunneling을 cash flow 

tunneling(지배주주 등 내부자와 경상거래를 불공정한 조건에 하는 행위), asset 

tunneling(지배주주 등 내부자와 회사의 중요 사업 관련 자산을 불공정한 조건에

거래하는 행위), equity tunneling(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지배주주 등 내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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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상 거래를 통한 사적이익 – 자기거래

지배주주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의 이사들로 하여금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와 지배주주 간에 거래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대출(shareholder loan)을 받으면서 시장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183 주주로부터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공

급, 제공받으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가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면서 별다

른 기여가 없는 지배주주를 거래관계에 개입시켜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

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지배주주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대신, 자

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때 지배

주주로서는 되도록 자신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로부터 지분율이 높은 회

사로 부가 이전되게끔 거래조건을 설계할 인센티브를 갖는다.  지난 몇

년 간 논란이 되었던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인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적정한 근무의 대가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184  

지배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채권자

가 된다.  채권자는 주주보다 지급 순위에 있어서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행위)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183 회사에 자본을 출자하여 배당을 받는 대신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자신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주주의 리스크 측면에서도 대여가 안전함은 물론이다.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차입금이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차용한 차입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184 Jensen, Michael, and Meckling, William,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1976).  

우리나라보다 임원 보수 수준이 높은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지배주주의 친인척들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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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지배주주는 (i)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전에 채권자로서

먼저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ii) 주식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거래

를 통해 지배주주는 다른 소액주주들이 누릴 수 없는 추가적인 사적 이

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이 주

로 규율한다.  상법은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고(상법

제398조)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방법(상법 제388조)으로 규율한다.  아울러 법원칙으로서 이사

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186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규정에 따른 규제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법인세법은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법인세법 제52조) 등을 통해 이를 규율한

다.  또한 이사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상법 제399조)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과연 “그 대가가 정당한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에 의한 이사회 승인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거래의 대가가 공정해야만 위 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

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공정한 대가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도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으로부터의 약간의 이

탈이 이뤄진 경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187  이

                                        
185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변제기에 다다른 채무를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주보다 선순위에 있게 된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채권자 보호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주보다 선순위에 있게 된다.
186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충돌 상황 시를

염두에 둔 조항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이사는

신의칙에 기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중기, 충실의무법

– 신뢰에 대한 법적 보호, 삼우사, (2016) p. 254.
187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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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미묘한 범위 내에서는 지배주주가 “적법하게” 회사의 부를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위 규정들이 모든 형태의 지배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를 금

지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거래에 대해 법원이나 감독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고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부를 자신에게 유출시킬 수 있다.  

특히 상법상 자기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2012. 4.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의

하여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배주주보다는 이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거래도 많이

존재한다.

입법론적으로도 이와 같이 지배주주와 회사 간에 이익충돌의 가

능성이 있는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회사와 지배주주 간 거래를 무조건 금지시킬 것은 아니다.188189

나. 자본 거래를 통한 사적이익

지배주주는 자본거래를 통해서도 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다. 회

사가 신주나 주식연계사채 등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

격에 지배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삼성에버랜드 전

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행위도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 증

자 후 실권주를 지배주주나 그 친족에게 배정하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188 김건식,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BFL 제19호(2006. 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p. 12.
189 자기거래에 대한 회사법의 입장을 보더라도 초기에는 그 효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던 것에서 갈수록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1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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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발행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

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매매업자가 사전에 이를 전부 취득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과청약한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사모의 경

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제한되는 것이나,190 발행가격에 대

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도 자본거래로 인한 사적이익 취득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191  다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들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의 공정한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양

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법원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 현금 흐름에 대한 결정권

현금 흐름권에 대해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에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우선하여 부를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지배주주는 배당이나 유상감자 같은 회

사 투자금이나 이익의 분배 여부나 시기, 분배 액수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성향(risk profile)에 맞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도록 부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주들보다 우위에

있고,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는 사적이익을 누린다.

만일 장기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전체 주주에게 비례적으

로 귀속되는 부는 그만큼 침해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로

인한 사적이익 역시 소액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유무형 자산에 대한 횡령(use of diverted corporate assets)

지배주주는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로부터 부를

가져갈 수 있다.  좋은 사업기회를 회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수행하게 하

                                        
190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
19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시행령 제176조의8, 제176조의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18(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 대비 할인율을

최대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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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 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가 대표적인 예

이다.  회사가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후 이를 공공에 공개하여 지배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게 하는 방법,192 회사가

비용을 들여 교육한 우수 직원들을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전

직하게 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여

기에 해당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유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산인 미공개정보를 지배주주가 이

용하는 것 자체가 회사 재산의 유출로 볼 수 있고, 지배주주가 미공개정

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부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

주주에게 유출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제401조의2) 

규정,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관련 규정(제397조의2)이나 자본

시장법 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등도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서는 업무상 횡령죄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겠다.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계열회사들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용을 특정 계열회사

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M&A 거래에서는 계열

회사 중 일부 회사만 인수비용을 부담하면서, M&A로 인한 시너지는 여러

계열회사들이 함께 누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

은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어렵고,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마. 비금전적 이익(nonpecuniary benefit)

비금전적인 이익(nonpecuniary benefit)도 지배권 사적이익으로 본

다.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만족감이나 계량화하기 어려

운 각종 혜택 같은 것이 비금전적 이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재산을 지배

                                        
192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지배주주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기도 한다.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면 회사법에서 금지하는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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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개인적인 선호에 맞게 운영함으로 인한 이익으로도 설명될 수 있

다.193  지배주주가 대상회사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의 스포츠 구단

을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194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계순

위가 주는 비금전적인, 정신적인 효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재계순위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재

계순위가 올라갈수록 정책 입안 담당자들과의 접촉이 용이해지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나 정부 입찰 참여 등에서도 이익을 보며, 심지어 기업집

단 총수의 사면, 복권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금전적 이익도 대상회사 소액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익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95  비금전

적 이익은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효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성

상 제3자에게 이전하기가 어려울 뿐 소액주주의 부를 지배주주가 가져간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비금전적 이익은 지배주주의 성향에 따라 해당 지배주주가 느끼

는 효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계량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지배권 사적이익의 측정

지배권 사적이익의 실제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만일 지배권

사적이익의 크기가 전체 기업가치와 비교하여 미미하다면 지배권 사적이

익을 전제로 한 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보호, 금융시장 발전 등과 관련한

각종 이론들의 의미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M&A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지배주주가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전제가 약화될 수 있고, 소액주주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193 Demsetz, Harold and Lehn, Kenneth,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985) p. 1161.
194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16.
195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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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략적으로나마 지배권 사적이익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권 사적이익은 성질 상 그 크기를 알기 어렵다.  만일 지배

주주가 회사로부터 가져가는 사적이익의 크기를 비교적 쉽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소액주주가 법원을 통해 이를 문제 삼기도 쉬울 것이

고, 따라서 지배주주가 이러한 이익을 더 이상 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다.196  역설적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적이익은 성질 상 객

관적으로 그 크기를 평가하기 어렵고, 소액주주가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

기 어렵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거래의 경우 공정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197 따라서 실제로는 이

를 통해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취하더라도 해당 가격이 공정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또한

비금전적 이익(non-pecuniary benefit)은 이를 보유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

용이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고, 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한 만족감, 명성

등으로 인한 이익이기 때문에 애당초 액수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배권 사적이익을 정확하게 항목별로 직접 계산하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여러 변수들을 제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는 몇 가지 방식

이 있다.

먼저 Barclay & Holderness는 인수인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

급한 주식대금의 주당가격에서 주식 매매 선언 바로 다음 날의 시장 가

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적이익을 계산한다.198  인수인이 지급하는 매

매대금에는 (a) 인수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모든 주주가 비례적으로

공유하는 부분과 (b)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인이 독점하는 사적이익이 포

함된다.  인수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따라 대상

주식의 주가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가가 바로 (a)를 나타낸다.  따라

서 인수인이 기업 인수를 위해 실제 지급하는 주당매입가격에서 (a)의 금

액을 공제하면 (b) 인수인이 누리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구할 수 있다

                                        
196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197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198 Barclay, Michael J. & Holderness, Clifford G., 앞의 논문(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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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Dyck & Zingales는 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상력

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러한 협상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적이익을 계산하였다.199  

또 다른 방식은 모든 조건이 같지만 의결권에 있어서만 내용이

다른 주식간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배권 사적이익은 의결권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양 자의 차이가 바로 지배권 사적이익의 액수라는

것이다.  Lease, McConnell, and Mikkelson, DeAngelo and DeAngelo 등이 이

러한 방식을 통해 지배권 사적이익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다.200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지분 매각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된다.201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권 사적이익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

지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  위

Barclay & Holderness가 고안한 방법에 따를 경우, 인수 사실이 발표되기

전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금액 차이는 지배권 사

적이익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배권 사적이익의

크기가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

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지배주주의 M&A 행동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III.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M&A가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시너지로 인한 이

익은 인수회사 및 대상회사 모두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수회

사가 이미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면, 인수

회사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다른 계열회사들도 시너지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199 Dyck, Aexander & Zingales, Luigi, 앞의 논문(주 138).
200 Lease, Ronald C., McConnell, John J., Mikkelson, Wayne H., 앞의 논문(주 138); 
DeAngelo, Harry & DeAngelo, Linda, “Managerial ownership of voting rights: A study of 
public corporations with dual classes of common stock” 14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 (1985).
201 제1장 제3절 I.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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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는 대상회사에 귀속되고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는 지배

권 행사를 통해 이 중 일정한 부분을 사적이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기 때

문에 대상회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인수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누리는 시너지는 애당초 대상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인수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는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1. M&A와 시너지

시너지란 두 기업이 함께 경영되는 경우의 기업가치가 각각 경

영되는 경우의 기업가치의 합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202  M&A 이후 두

기업 기업가치의 합이 그 이전보다 증가하면 이를 긍정적 시너지(positive 

synergy), 감소하면 이를 부정적 시너지(negative synergy)라 한다.203  M&A 

상황에서는 중복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비용 감축,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유보금 활용을 통한 세금 절감 등이 시너지 효과의 대표

적인 예이다.204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시멘트 산업의 경우 제품의 부피가

크므로, 운송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육송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철송이, 철송보다

는 선박을 이용하는 해송이 운송비가 낮다.  따라서 시멘트회사가 항만을

보유하거나 시멘트 전용선을 보유하는 해운회사를 인수할 경우, 해당 해

운회사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해운회사

입장에서도 시멘트회사로부터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하거나, 철강회사를 인수

하는 등 수직적 계열화를 시도하는 것도 모두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202 Romano, Roberta, “A Guide to Takeovers: Theory, Evidence, and Regulation” 9 Yale 
Journal of Regulation 119 (1992), p. 125.
203 Bradlev. Michael, “Interfirm Tender Off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Business 53, 343-376 (1980).
204 시너지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Romano 교수는

운영효율(operating efficiency)로 인한 것과 재무적 시너지(financial synergy)로

구분한다. Romano, Roberta, 앞의 논문(주 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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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룹 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회사를 설립

하거나 그룹 내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광고대행회사를 설립하는 것, 가맹

점 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할 식재료를 생산하는 식품 공장이나 가맹점

인테리어 및 공사를 담당할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설립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평적 경쟁 관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수회

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는 경우, 양사가

공통의 마케팅, 협상 전략을 통해 판매처에 대해 보다 높은 협상력을 갖

게된다든지, 일시적으로 주문물량이 폭주하여 제품이 부족한 경우, 계열

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급하게 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양 사의 기업가치를

모두 상승시킬 수 있다.  혼합적 거래 관계에서도 중복되는 공통 업무 기

능을 통합하여 어느 한 회사가 수행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양(+)의 시너지

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합병을 통해 대상회사의 기능을 인수회사가 완전히 흡수

하고 모든 거래를 하나의 법인격 아래 내부화 시키지 않는 이상, 시너지

발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간의 거래가 수

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각종 자기거래 통제 규정들과 충

돌을 가져온다.  즉 법률 상 해당 거래가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량거래도 필요하다.  일

종의 물량 집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너지로 인한 이익을 지배

주주 일가가 독점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현대

글로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205  대기업 내부의 내부시장(captive market)

을 일부 계열회사가 독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쟁제한의 문제도 발생하였다.206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 각

                                        
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선관주의의무 위반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20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업체 실태조사를 하였더니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비계열사와 거래 시 수의계약 비율이 41%인데 비해, 계열사가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88%였다고 한다(2010년 기준).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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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일감몰아주기 규제들이 도입되었고, 설사 가격이 공정하더라도 거래물

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역시 시

너지 효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계열회사 간에 공통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

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간에도 100%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계열회사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담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에 이 역시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2. 시너지와 M&A의 동기

양(+)의 시너지가 발생하여 대상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그

효과를 모든 주주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  양의 시너지는 대상회사 주식

가치뿐만 아니라 인수회사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

익은 인수회사, 즉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만이 누리게 되고, 이를 대상회사

의 소액주주와 공유하지는 않는다.

새롭게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들을 보유하

고 있다면, 인수회사의 계열회사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

부품회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 완성차 제조사가 물류회사를 인수하면, 

이로 인한 시너지는 완성차 제조사와 물류회사에 발생할 수 있지만, 자신

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도 누리게 된다.  

자동차 부품회사는 M&A 거래의 당사자도 아니고 철강회사 인수를 위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도 않았지만,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리게 된다.

인수회사의 M&A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주주는 이러한 점

을 모두 고려하여 M&A에 임하게 된다.

                                                                                                        
회사를 조사해 보니 매출액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이라고 하고(2010년 기준), 일감몰아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광고, SI, 물류, 

건설 분야에서의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2010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88%가 수의계약", 2011. 11.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광고, SI, 

물류, 건설 분야 내부거래 중소기업에 개방”,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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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리 및 시사점

1.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부는 아래 그림

과 같이 각각 구성된다.

소액주주의 부는 회사의 현금 흐름으로부터 비례적으로 귀속되

는 부분(	V − B)에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부분이다(붉은색 음영 부분). 

지배주주의 부는 (i) 대상회사 재산으로부터 다른 주주와 함께 비례적으

로 가져가는 부분(	V − B)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부분, (ii) 대상회사

재산으로부터 유출되는 부분(B), (iii)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가 누리는 양의 시너지와 같이 대상회사 재산 유출 없이 외

부에서 얻는 부(O)으로 구성되어 있다(파란색 음영 부분).  앞서 본 것처

럼, (iii)에는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 대상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해당 회사 주식가치 상승 부분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가

얻는 주식가치 상승 부분이 포함된다.  위 세가지 요소는 앞서 각각 I (현

금 흐름에 대한 권리), II(지배권의 사적이익), III(인수회사 등에 발생하는

시너지)에서 검토한 것들이다.

비례적 귀속 부분( 	V − B)은 해당회사의 시가총액, 즉 경영권 없

는 1주의 거래가격에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가격에 해당한다.  여기에 회

사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유출되는 이익(B)을 합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가

사적이익(B)

대상회사 전체주식가치(V)

지배주주 몫소액주주 몫

외부이익(O)소액주주지분 지배주주지분

시가총액(V–B)

전체의 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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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Equity Value, V)가 된다.  위 모델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회

사 재산 중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더하면 이른바 기업가치

(Enterprise Value)가 된다.  M&A 상황에서는 M&A를 통해 대상회사와 인

수회사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여야 하므로, 전체 사회가 대

상회사와 인수회사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대상회사 주

식가치에 지배주주(인수회사)가 외부에서 얻는 시너지 등 이익(O)을 더한

것이 전체의 부(Wealth, W)가 된다.

2. 본 논문의 새로운 접근 방식 – 인수회사에 대한 고려

기존 논의에서는 인수회사가 인수 후 대상회사의 주식가치(V)와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에게 불비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B)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M&A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양

도회사 및 인수회사의 행동양식은 M&A 거래 이후 위 두 가지 수치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바탕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M&A 거래의 성부가

좌우된다고 보았다.20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는

M&A거래 이후 대상회사 주식가치나 대상회사로부터의 사적이익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 회사 재산 유출 없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부(O)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다는 점을 주

목한다. 인수회사는 대상회사로부터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V − B)과

지배권 사적이익(B)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인수

회사 및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가치 상승 등 대상회사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분(O)도 누리게 되고, 따라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할지에 대한

                                        
207 이러한 전제 하에 market rule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equal opportunity rule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Hazen, Thomas L., “The Sale of Corporate Control: 
Toward a Three-Tiered Approach”, 4 Journal of Corporation Law 263~283 (1978);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Elhauge, Einer, “The 
Triggering Function of Sale of Control”, 59 U.Chi.L.Rev.1465 (1992); Kahan, Marcel, 
“Sales of Corporate Control”, 9 J.L.Econ. & Organization 368 (1993); Bebchuk, Lucian A, 
앞의 논문(주 178);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앞의 논문(주 173);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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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208

이는 M&A 과정에서 인수희망인이 어떠한 가치평가(valuation)을

통해 매매가격을 매도인(기존 지배주주)에게 제시하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본 예에 따라 해운회사(인수회사)가 시멘트회사(대상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자.  M&A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해운회사는 해운회사가 시멘트회사를 인수할 경우 경영혁신을 통해 시멘

트회사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해운회사가 시멘트회사와 시멘트 운송에 관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시멘트회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시멘트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시너지 효과).  나아가 시멘트회사가 보유하는 공장과

해운회사가 사용권을 보유한 항만 사이에 컨베이어벨트를 놓게 되면, 운

송비를 더욱 줄일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멘트회사 기업가치(V)를 상승시키는 요소이다.

해운회사는 시멘트회사와 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송료를 다소 높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론적으로는 불공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위 장기운송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위 운송료가 공정

가격에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시멘트회사가 경

쟁입찰 방식을 통해 여러 해운회사로부터 운송료 제안을 받았다면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경쟁입찰

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위 계약이 공

정가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회사의 현

금흐름으로부터 새로운 지배주주인 해운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이다(B).

인수회사인 해운회사는 위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장기간의 운송

                                        
208 예를 들어 천경훈 교수는 한국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한국의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원인을 사적

편익(대상회사로부터 유출되는 이익을 의미-저자 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한다.  천경훈, 앞의 논문(주 1).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에는 지배권의

사적이익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얻는 시너지 등도

고려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124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적, 재무적으로 보다 안정된다(시너지 효과).  

그렇지만 장기운송계약의 거래조건 자체가 시멘트회사에 불리한 것이 아

니라면 시멘트회사로부터 해운회사로 부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

회사는 이번 M&A로 재계순위가 올라가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재무상황이 우수한 시멘트회사가 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신용등

급이 상승하고 그 결과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나아가 해운회사가 레미콘회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다면, 해당 레미콘회

사도 시멘트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해운회사의 지배주주가 레미콘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

운회사의 지배주주는 레미콘회사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도 이익을 누

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상회사인 시멘트회사나 그 소액주주에 손

해를 입히지 않고 인수회사와 그 지배주주가 얻을 수 있는 부에 해당한

다(O).  인수회사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M&A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유럽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로 대표되는 equal 

opportunities rule은 대상회사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래를 좌절시킨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도 좌절시킬 수 있다

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09   그렇지만 인수회사가 해당 M&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O)가 있다면, equal opportunities rule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사 대상회사 단계에서는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많은 인수대금

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더라도, 대상회사 밖에서 얻는 이익이 이보다

크다면 M&A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상회사의 부만을 고려하는

기존 모델보다, 인수회사 및 그 계열회사 등이 얻을 수 있는 부까지 고려

하여 M&A 거래의 성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 현상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다.

                                        
209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Elhauge, Einer, 앞의

논문(주 211); Kahan, Marcel, 앞의 논문(주 211); Bebchuk, Lucian A., 앞의 논문(주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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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제1절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M&A를

추진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 독립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배지

분 매각 방식의 주식양수도 거래를 중심으로 인수회사(I.), 양도회사(II.), 

대상회사(III.) 소액주주 부의 변화를 살펴 본다.  영업양수도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양도회사는 주식양수도 거래의 인수회사, 양도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거의 동일하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합병에서의 양도회

사 소액주주는 보유하는 주식 대신 인수회사의 신주를 받아 인수회사의

소액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 거래의 양도회사와 대상회사 소액

주주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데, 이에 대해서만 별도로 간단히 검토한다

(IV.).210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소액주주 보호의 핵심이 되고,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자

기거래에 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  거래 전후로 지배주주

가 대상회사를 지배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상회사 소액주

주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검

토하지는 않는다.

I. 인수회사 소액주주

인수회사의 소액주주는 (1) 지배주주가 대상사업 및 거래 이후

인수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했는지(평가 리스크), (2) 거래

대가가 현금인 경우 이로 인하여 인수회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지는

                                        
210 합병의 경우 우리 상법은 존속회사, 소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사업을 존속회사에 양도하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사업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나 영업양수도의

양도회사, 인수회사와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이 용어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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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지(재무적 리스크), (3) 거래에 대한 대가로 현금 등 재산과 인수회사

의 주식 중 어떤 것을 지급하는지(희석화 리스크), (4) 지배주주가 인수회

사 주식가치 증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대리인 리스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중 처음 세 가지

항목은 인수회사의 주식가치(V) 감소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마지막 항목

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B)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리스크이다.211

1. 평가 리스크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와 인수희망인이 대상회사의 지배지분을 매

매하는 거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자.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는 인

수희망인이 현재 지배주주가 누리는 부보다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한 경

우에만 거래에 응할 것이다.  반면 인수희망인은 인수 후 인수희망인이

지배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가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매매가격이 이보

다 낮아야지만 거래를 할 것이다.

즉 M&A 거래 전후로 ∆(V − B) × � + ∆� + ∆� > 0이 성립해야만

경영권 거래가 이루어진다(α는 인수대상 지배지분의 지분율(0 < � < 1 ).  

거래비용은 0이라고 가정하자).  매매가격은 기존 지배주주의 부와 인수

후 인수희망인이 지배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부 사이에서 결정된다. 매

도인은 매매가격과 기존 지배주주 부 간의 차액만큼, 매수인은 인수 후

지배주주로서 누리는 부와 매매가격의 차액만큼 각각 이익을 보는 것이

다.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즉 자신이 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누릴 수 있

는 부가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인수회사는 인수 후

                                        
211 Kouloridas, Athanasios, 앞의 책(주 14)에서는 인수회사 주주의 리스크를

대리인 리스트(agency risk), 재무적 리스크(financial risk), 사업적 리스크(business 

risk)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i) 대리인 리스크(agency risk)란 경영진과 같은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최대화하거나(empire building, free cash flow), 자신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행위(diversification, takeover deterrence)를 의미하고, (ii) 재무적

리스크(financial risk)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차입이나 신주 발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iii) 사업적 리스크(business risk)란 합병 후 시너지 효과나 대상회사

기업가치를 잘못 평가함으로 인한 리스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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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가시킬 수 있는 대상회사 주식가치나 대상회사로부터 가져갈 수 있

는 사적이익이 얼마인지,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 증가

하는 인수회사 주식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제시할

최대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212

문제는 이러한 인수회사의 평가가 틀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대상회사가 속한 사업에 대한 경기나 대상회사의 미래 현금흐름(future 

cash flow)를 잘못 예측할 수도 있고, 실사 부실로 인하여 우발채무를 미

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M&A 거래 이후 인수회사와 대상회사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경

쟁입찰방식의 매각인 경우 다른 인수희망자들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

여 매매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할 수도 있고, 그 동안 투자한 실사비

용 등 거래비용이 매몰되는 것이 아까워서 거래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수회사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오판은 모두 거래대금

과다지급(overpayment)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입찰방식의 매각인 경

우 대상사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인수희망자보다 아무래도 대상

사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인수희망자가 대상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처럼 경쟁입찰에서 승리한 인수희망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것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 한다.  인수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

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오판에 의하여 과다지급을 하게 되면, 이사나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가 문제될 수도 있다.

2. 거래대금 조달 등 재무적 리스크

거래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

산으로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M&A 거래가 성공적이면 주주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회사가 보

유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비해 손해를 입게 된다.  즉 M&A 

거래로 현금이 자산으로 교체되면 주주들의 리스크(자산 변동성)가 증가

하게 된다.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레

                                        
212 제1절 IV. 2의 사례 및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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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로 인하여 M&A 성패에 따라 주주들 부의 변

화가 커진다.  인수회사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각종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추가 자금 차입 여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인수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인수회사 주주들

이 지분이 희석된다.  다만 발행가격이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차피

인수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이러한 지분 희석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인수회사가 상환권이 있는 주식이나 이익배당 등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의 재무적 부담

이 더욱 커질 수도 있겠다.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비교하면,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자산의 변동 가능성이 적고, M&A 거래 실패

시 이로 인한 손해를 투자자와 공유하게 되므로 소액주주 입장에서 리스

크가 줄어든다.

물론 M&A 거래를 위한 자금차입이나 신주를 통한 자금조달이

소액주주들에게 부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인수회사가 인수금

융을 통해 자금차입을 시도하면, 해당 금융기관들이 면밀하게 해당 M&A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채권자의 특성 상 해당 M&A 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분보다는, 해당 M&A 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해당 M&A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나 채권

자를 대신 감시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213  신주발

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을 통해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거래 대가의 종류와 리스크

거래대가를 무엇으로 선택하는지도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부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양도회사에 거래대가를 인수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과다지급

(overpayment)으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실수나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거래대가를 과다지급하면 인수회사의

                                        
213 Jensen, 앞의 논문(주 21) p. 323~329에 따른 설명이다.



129

주식가치는 그 만큼 하락하지만, 이러한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인수회사

뿐만 아니라 양도회사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수회사 입장에

서 유리한 거래를 한 경우 M&A 거래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 가치 상승

분을 양도회사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회사 주주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를 간단한 수식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M&A 

거래 전 대상회사 주식의 가치를 � , 인수회사 주식의 가치를 � , 양도 후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주식가치 상승분의 합을 �라고

하자.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인 양도회사에게 거래대가로 현금

(x)을 지급하면, 인수회사의 거래 이후 부(y)는 � = (� + � + �) − �가 된다

(그림에서 파란색 그래프).214  한편 거래대가로 x에 상응하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양도회사에 지급하면, 인수회사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y)는

� = (� + � + �) ×
�

(���)
가 된다(그림에서 붉은색 그래프).215

만일 양도회사와 인수회사가 M&A 거래 전후의 주식가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대가가 현금인 경우에는 � < � < (� + �)의

범위에서, 신주인 경우에는 � ×
�

(���)
< � < (� + �)의 범위에서 거래가 성

립한다.  만일 실제 대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나 양

도회사 중 어느 한 쪽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이 대상회사의 가치나 거래 후 발생할

시너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평가 리스크).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매대금이 � + �를 초과하는 경우 과다지급(overpayment)에

해당하여 M&A 거래가 인수회사에게 손해가 된다.  그렇지만 그 손해의

폭은 신주가 대가인 경우(붉은색 그래프)가 현금이 대가인 경우(파란색

그래프)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주가 대가인 경우 인수회사 지배

주주의 판단착오에도 불구하고 인수회사가 손해를 덜 보게 된다(그림에

서 (1) 부분).  반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인수회사에게는

                                        
214 인수 후 전체 가치( � + � + � )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x)을 공제한

금액이다.
215 인수 시 대상회사의 주주나 양도회사에 x에 상응하는 인수회사 주식을

지급하면 인수회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

(���)
가 된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 � + �) ×
�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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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되지만, 그 이익의 폭은 신주가 대가인 경우 현금이 대가인 경우

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그림에서 (2) 부분).

<대가의 선택과 인수회사 주주 부의 변화>

이와 같이 거래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수회사 부의 변화폭이 더 커지고, 주주들이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된다.

4. 기회주의적 행동

가. 인수회사 내 사익 추구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나 향후 시너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였지만, 인수회사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자신

의 사적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지급을 할 수도 있다.  M&A 과정에

서의 대리인 문제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제국건설(empire building)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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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대표적이다.216217  회사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보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가 쉽다.218  또한

새로운 계열회사가 등장하면 지배주주의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자리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 역사를 보면, 형제간

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자녀들에게 계열회사를 나누어서 승계시

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회사를 확보

하기 위해 M&A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회사의 사업이 다양화 되면 분산효과에 의하여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을 낮출 있고 주주들에 의해 해임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이러한 현상은 Jensen 교수의 free 

cash flow theory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다.219  이 모든 것들은 인수회

사에서의 지배주주의 사적이익(B)을 늘리고 전체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V-B)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배주

주가 적은 지분율로도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나. 인수회사 밖에서의 이익 증대를 위한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희생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인수회사뿐

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다른 계열회사들도 누릴 수 있다.  이는 인수회사

가 속한 기업집단과 지배주주 전체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 발전회사(인수회사)가 해운회사(대상회사)를

인수하는데, 해운회사가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벌크선을 갖고 있다고 하

자.  거래 후 발전회사는 해운회사와 석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시너

                                        
216 Bainbridge, Stephen M., 앞의 책(주 17) p. 50, 51.
217 이러한 포트폴리오식 경영(소위 문어발 경영)으로 경영자의 리스크는

낮아져서 경영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주주가치는 이로 인하여 오히려

낮아진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로는 Amihud, 

Yakov and Lev, Baruk, 앞의 논문(주 18); Mason, R. Hal and Goudzwaard, Maurice B., 

앞의 논문(주 18).
218 Shleifer, Andrei; Vishny, Robert W., 앞의 논문(주 17).
219 Jensen, 앞의 논문(주 21) p. 323~329.  제1장 제1절 II. 1.(가)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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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운회사가 벌크선 뿐만 아니라

유조선을 갖고 있다고 하고, 발전회사의 계열회사 중에 석유화학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석유화학 회사(인수회사의 계열회사)는 해운회사(

대상회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원유 운송을 대상회사에 맡길 수

있다.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회

사의 대상회사 인수는 인수회사 계열회사인 석유화학 회사의 주식 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체 기업집단과 지배주주 부의 증가로 이

어진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계열회사를 보유하는 인수회사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와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와 관

계 없이, 여러 계열회사 중 자신의 지분비율이 낮은 계열회사를 통해 인

수작업을 진행할 유인을 갖는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위 사례에서 지배주주가 발전회사 지분

을 30%. 석유화학 회사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해운회사를

새롭게 인수하여 지배하게 되면 발전회사는 시너지 효과로 50원만큼의

주식가치 상승을, 석유화학 회사는 100원만큼의 주식가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인수를 추진하는 회사는 인수비용으로 30원

만큼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지배주주와 발전회사 및 석유화

학 회사의 소액주주 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각 회사의

부

인수주체

발전회사 석유화학 회사

지배주주

(30%)

소액주주

(70%)

지배주주

(80%)

소액주주

(20%)

발전회사 20×0.3=6 20×0.7=14 100×0.8=80 100×0.2=20

석유화학 회사 50×0.3=15 50×0.7=35 70×0.8=56 70×0.2=14

발전회사가 인수주체가 되는 경우, 발전회사는 총 20원(시너지

50원–인수비용 30원)만큼의 가치 증대효과를 보고, 이 경우 발전회사 소

액주주의 부는 14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석유화학 회사가 인수주체가 되

면 발전회사 소액주주의 부는 35원이 된다.  그러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발전회사를 인수주체로 하는 경우의 부 증가분이 86원(6원+80원)임

에 비해, 석유화학 회사를 인수주체로 하는 경우의 부 증가분은 71원(15

원+56원)으로 적다.  따라서 발전회사와 석유화학 회사 중 어느 회사가



133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지와 관계 없이220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적은 발전회사를 통해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221

비록 M&A 거래를 통해 발전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14원만큼 상

승하긴 했지만 해당 소액주주로서는 석유화학 회사가 인수주체가 되었을

경우 35원만큼의 부 증가를 누릴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소액주

주에게 손해(일실이익)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위 표를 잘 보면

그 차액인 21원 중 15원은 지배주주가, 6원은 석유화학 회사 소액주주(14

원→20원)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지

배주주 및 석유화학 회사 소액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어느 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 내에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들이 이로 인한 효과를 비

례적으로 받게 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나 사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대상회사로부터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인수

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인수회

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일치(alignment of interests)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는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기회

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문제는 위 사례에서처럼,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인수회사나 대

상회사 외부에서 별도의 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

에서는 소액주주 부의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M&A 현실을 보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느 기업집단의 여

러 계열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사례가 흔히 발

견된다.  이러한 경우 과연 참여하는 계열사들이 주식 인수로 인한 시너

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20 위의 예에서 석유화학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발전회사의 시너지 효과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221 이는 간단한 수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배주주의 발전회사 및

석유화학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와 �� (�� > �� ), 발전회사 및 석유화학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각각 �� 와 S� , 인수비용을 C(C > 0 )라 하자.  지분이

낮은 발전회사가 인수주체가 되어 인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지배주주 부의

증가분과(�� × (�� − C) + �� × S� ), 지분이 높은 석유화학회사가 인수주체가 되는

경우의 지배주주 부의 증가분(�� × �� + �� × (S� − C) )을 비교하면 항상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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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도회사 소액주주

양도회사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1) 인수회사로부터 양도회사가

받은 대가가 적절한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2) 이와 함께 대가로 현금

등 기타 재산과 인수회사의 신주 중에 어느 것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리

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회사의 경우 거래 이후 양도회사의 지배주

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수회사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문제될 여지가 적다.

1. 매각 관련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오판 – 저가매각

가. 대상사업에 대한 가치평가 오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오판으로 인한 저평가의 가능성은 인수회

사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222  양도회사의 지배주주는

대상 사업이나 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경영해 왔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회사의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실사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대상 사

업과 관련한 리스크나 우발채무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만, 양도회사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나. 매각절차, 매수인 선정 관련 오판

지배주주의 오판은 적절한 매각시점의 선택이나, 매각절차 과정

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을 경쟁입찰절차(auction process)를

통해 매각하여야 하는지, 거래의 기밀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적인

절차로 진행할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

러 매수희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단순히 제안한 매매가격이 높은지 여

                                        
222 노혁준, 앞의 논문(주 141)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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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뿐만 아니라 거래 종결의 확실성(deal certainty)나 기업결합 승인 등 인

허가 획득의 용이성, 제공하는 진술 및 보장의 범위나 매도인의 손해배상

가능성 등 여러 계약의 거래 조건 등이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매수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대상회사에 대한 매각절차가 개시되면, 아무래도 대상회사

임직원의 동요가 다소나마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단 시작된 매각절차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무산되면, 대상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냐는 등의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부정

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매각 절차가 개시되어 거래

관련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종결까지 이르는 것이 양도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매각절차에 신중을 가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

각시기를 적절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

2. 거래 대가의 종류와 리스크

양도회사가 사업이나 보유하는 대상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대가

로 인수회사의 신주를 받는 경우, 거래 이후 인수회사 주식가치의 변동에

따라 양도회사의 부가 영향을 받는다.  부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 대가인 경우가 현금이 대가인 경우에 비해 양도회사에게 리스크

가 크다. 주식은 가치가 변동하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양도회사는 인수회사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양도회사가 손해를 입을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금화를 위해서는 인수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반면 양도 대상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오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회사 주식이 대가인 경우가 양도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낮다.  

M&A 거래로 인한 효과를 인수회사와 양도회사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

다. 앞서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한 분석을 양도회사 입장에서 반대로 생

각하면 된다.223

앞서 본 사례에 따라 거래 전 대상회사 주식의 가치를 �, 인수회

사 주식의 가치를 � , 양도 후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인수회사와 대상회사

                                        
223 I.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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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상승분의 합을 �라고 하면, 양도회사가 인수회사로부터 현금(x)

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회사의 부(y)는 그대로 � = �(그림에서 파란색 그

래프)가 된다.  반면 현금 대신 � 상당의 인수회사 신주를 발행 받으면

거래 이후 양도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

(���)
가 되고,224 양도회

사의 부(y)는 � = (� + � + �) ×
�

(���)
가 된다(그림에서 붉은색 그래프).  그

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살펴본 그림을 정확히 뒤집은

형태가 된다.

<대가의 선택과 양도회사 부의 변화>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수회사 주식이 대가인 경우에는

양도회사 지배주주가 대상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더라도, 

� ×
�

(���)
이상으로만 처분하면 양도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

사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대가가 현금인 경우에

                                        
224 인수회사에 �만큼의 자산이 유입되고 그 대가로 �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므로

양도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

(���)
가 된다.



137

비하여 이로 인한 부의 감소가 덜하다(그림에서 (2) 부분).  반면 양도회

사가 높은 가격에 대상회사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을 인수

회사와 공유하기 때문에, 현금이 대가인 경우보다 이익이 덜하다(그림에

서 (1) 부분).  

정리하면, 인수회사 주식이 대가인 경우, 현금이 대가인 경우에

비해 인수회사 주식 가치의 변동이나 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함에 비해,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상주식

을 헐값에 매각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가 완화된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가 낮아진다.

3. 기회주의적 행동

영업양도나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회사 자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양도회사의 모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식수

에 비례하여 받게 된다.  적어도 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회사의 지배

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alignment of interest)하는 셈이다.

나아가 양도회사의 경우 매각을 통해 계열회사 수가 줄고 자산

의 양이 감축하기 때문에, 인수회사에 비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225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회사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계열

회사를 통해서도 각종 사적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도회사의 경

우에는 대상회사와의 기존 관계들을 청산한다는 점에서 인수회사에 비하

여 소액주주의 리스크가 낮다.

III. 대상회사 소액주주

지배주주의 지배지분 매각을 통한 주식양수도의 경우, 대상회사

의 소액주주는 새로운 지배주주를 맞게 된다.  소액주주의 부는 (� − �)

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성되므로, 기존 지배주주에 비하여 새로운

                                        
225 이를 제국의 건설에 빗대어, 제국의 해체라고도 한다. 노혁준, 앞의 논문(주
141)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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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주식가치(V)를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사적이익(B)

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따라 소액주주의 부가 변화하게 된다.

1. 지배주주의 변경으로 인한 대상회사 주주 부의 변화

가. 전체 주식가치(V)의 변화

전체 주식가치(V)는 M&A 거래 이후 새롭게 지배주주가 된 인수

회사의 경영능력이 어떠한지 및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능력이 있

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재계 순위가 높거나 재무구조가 건실

한 인수인이 대상회사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지면 대상회사의 주가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새로

운 지배주주가 그 동안 보여준 경영 성과, 인수회사가 속한 그룹의 계열

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 인수회사의 추가 증자 가능성, 대상

회사의 재무적 위기 시 그룹 계열회사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대감이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회사로부터의 사적이익(B)의 변화

회사로부터 유출되는 이익(B) 부분은 새로운 지배주주가 기존 지

배주주에 비하여 대상회사의 부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

진다.  예를 들어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애당초 대상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 자산을 빼돌릴 의도로

대상회사를 인수하였을 수도 있다(이른바 sales to looters).  특히 대상회

사의 영업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속경영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큰 상

황이라면 지배주주로서는 대상회사의 부를 탈취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의 부를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주주가 아무리 사적이익을 극

대화하려 해도 이를 늘리는 데에는 다소 간의 한계가 있다. 226   따라서

                                        
226 기존 지배주주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법령 상 허용되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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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 이후 지배주주 사적이익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는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배주주가

얼마나 사적이익을 유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앞서 제1절에서 본 것처럼 지배주주는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통

해 사적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다양한 계열회사를

보유할수록 대상회사와 거래를 할 여지가 늘어나고 그 만큼 사적이익을

가져가기가 용이해 진다.  예를 들어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린 전략적 투

자자(strategic investor)는 그렇지 않은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등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에 비해 대상회사와의 자기거래

나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대상회사로부터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

가 많다.227  

반면 PEF는 대기업과 같이 다양한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설사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펀드를 통해 다양한 계

열회사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PEF의 정관이나 사원간 계약 상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 자체가 사원들의 사전 동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도 많고,228

일반적인 소액주주와 비교할 때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 업무집행

사원(general partner)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 수단을 보유하기 때문에 계

열회사 간 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임원의 보수 지급을 통한 사적이익 유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최대한의 사적이익을 유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동일한 새로운 지배주주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사적이익이 더 증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배주주가 대상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조건을 지배주주에게

훨씬 유리하게 한다면 형사상 배임죄나 부당지원행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해외 지배주주 등에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27 물론 우리나라에도 MBK 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 IMM과 같은 대형 독립계

PEF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PEF의 운용자산규모는 우리나라의 왠만한

대규모 기업집단 수준에 이르고, 여러 계열회사들을 포트폴리오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PEF들도 계열회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림은

물론이다.
228 사모투자펀드에서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정준혁,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간 계약의 주요 내용 - GP와 LP의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BFL 제6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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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이 지배주주인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이른바 기업

총수 및 그 가족들이 여러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반면 PEF의 경우 업무집행사

원의 임직원이 대상회사나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 자체는 허

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PEF 정관에 의하여 대상회사로부터 보수를 지

급받는 것이 금지되거나, 받더라도 그만큼 투자자(limited partners, LP)들

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보수(management fee)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229   이와 같이 M&A 거래 이후 대상회사로부터 유출되는 사적

이익(B)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새로운 지배주주의 성향뿐만 아니

라 지배주주가 자기거래 등 사적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

는가 역시 중요하다.

2. 주식양수도와 대상회사 주주 부의 변화

가. 경영권 거래의 성립 조건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는 M&A 거래 전 기존 지배주주(양도회사)의

부보다 M&A 거래 후 새로운 지배주주(인수회사)의 부가 더 커야만 주식

양수도 거래가 성사된다.230  매매대금은 위 두 가지 금액 사이에서 결정

되고, 매매대금과 위 각 금액 간의 차이만큼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에게 각

각 이익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31232

                                        
229 투자자(limited partner) 입장에서는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의 임직원들이

포트폴리오 회사 운영에 대한 대가로 관리보수(management fee)와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받는 마당에, 포트폴리오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자산 관리에 대한 대가를 이 중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통해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임직원이

대상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23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입법론적으로는 지배주식 양도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 market rule과 의무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주식에 대해 매입의 청약을 하도록

하는 equal opportunities rul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market rule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231 이하 본 논문에서의 관련 수식은 노혁준, 앞의 논문(주 162);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에서 제시된 수식 등을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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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 + �� + �� > (V� −��) × � + �� + ��

�� > �� −
(1 − �)

�
× (�� − ��) −

1

�
× (�� −��)

��는 대상회사 전체 주식가치

B�는 대상회사로부터 유출되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사적이익

��는 지배주주가 대상회사 외부에서 얻는 부

기존 지배주주의 경우 n = 0, 새로운 지배주주의 경우 n = 1

�는 지배지분(0 < � < 1).  거래비용은 0으로 가정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사와 효율성>

                                                                                                        
232 이러한 market rule, equal opportunities rule 하에서의 M&A 거래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다.  본 논문의 분석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Hazen, Thomas L., 앞의 논문(주 211);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Elhauge, Einer, 앞의

논문(주 211); Kahan, Marcel, 앞의 논문(주 211); Bebchuk, Lucian A., 앞의 논문(주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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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논의의 편의상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간의 외부에서 얻는

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 0) , 그림에서 M&A 거래 이후 대상회사의

주식가치(��)와 사적이익(��)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M&A 거

래가 성사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1) 부분이

나 (2) 부분에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3)이나 다른 부분에 있으면 거

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여기에 새로운 지배주주(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외부에서 얻는 부

(O)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성사되기 어

려운 M&A 거래도 성사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상회사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가 대상회사의 전체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능력은 없지만,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수회사

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는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 지

배주주에 비해 대상회사로부터는 가져갈 수 있는 부가 작아서 대상회사

만 놓고 보면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대상회사

외부에서 얻는 부까지 고려하면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보듯이,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간의 외부에서 얻는 부의 변화(ΔO)

가 0보다 크면 클수록 M&A 거래가 쉽게 성사되고(붉은색 그래프), 0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M&A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게 된다(파란색 그래프).233

기존의 연구에서는 ΔO=0인 것을 전제로 M&A 거래 상황에서 지

배주주의 행동양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ΔO=0), V� = V�선 보다 위에 있는 부분(1)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기업

가치가 증가하므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아래 있는 부분(2)은 사회

적으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market rule이 이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는 것이 그 설명이다.  아울러 (3)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V� > V�) market rule이 이를 저지시킨다는 단점을 갖는다고 분석

하였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외부에서 얻는 부(O)를 고려하면, 실제 M&A 

거래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ΔO>0

                                        
233 ΔO는 수식에서 우변의 공제 항목으로 작용한다.  표에서 그래프보다 윗

부분에 있어야 market rule 하에서 M&A 거래가 성사되므로, 붉은색 그래프의

경우가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보다 M&A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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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M&A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이 좌측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붉은

색 그래프).  이는 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M&A는 예전보다

덜 저지하지만((3) 부분의 축소) 대상회사의 전체 주식가치를 감소시키는

M&A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2) 부분의 확장)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포트폴리오 회사가 별로 없는 PEF가 지배하는 대상회사를 계열

회사가 많은 대기업이 인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계열회사가

적은 경우 대상회사의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계열회사가 많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가치 증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대

상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한 인수회사나 기타 계열회사 가치 증대도 인수

회사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반대로 ΔO<0이면 M&A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이 우측으로 이동

한다(파란색 그래프).  이 경우에는 가치감소형 거래를 상대적으로 많이

저지하지만(파란색 삼각형의 축소), 반면 가치증가형 거래도 더 많이 좌

절될 수 있다(붉은색 삼각형의 확장).  계열회사가 많은 대기업이 지배하

는 대상회사를 포트폴리오 회사가 별로 없는 PEF가 인수하는 경우를 생

각해 보면 된다.

나. 소액주주 부의 변화

대상회사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대상회사로부터 모든 주주들

에게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부가 M&A 거래 전후로 적어도 감소하지 않아

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  즉 (∆(V − B) ≥ 0)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에서 본

경영권 거래의 성립 요건 수식과 함께 보면 그림과 같이 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수 후에 전체 주식가치가 증가하

지만 사적이익은 감소하는 경우(그림에서 (1) 부분)나 사적이익이 증가하

지만 주식가치 증가분이 더 큰 경우(그림에서 (2)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되지 않는다.  반면 주식가치도 증가

하고 사적이익도 증가하지만 사적이익 증가분이 더 큰 경우(그림에서 (3) 

부분)이나 주식가치는 감소하지만 사적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그림에

서 (4) 부분)에는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

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거래((1), 

(2))도 감소하는 거래((3), (4))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보면 (1), (2)의 경우에는 회사법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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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지만, (3), (4)의 경우에는 회사법이 개입하여 대상회사 소액

주주에게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의 경우에는

주식가치 증대가 아닌 대상회사로부터의 재산 약탈에 관심을 갖는 이른

바 약탈성 기업인수(looting)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관심이 필요

하다.

<주식양수도 거래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인수회사가 기존 소액주주들이 보유하는 지

분을 M&A 거래 이전의 주가로 매입하여 축출할 수 있는 소액주주축출

수단을 두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인수

회사는 소액주주를 축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소액주주 축출 전

후의 인수회사 부의 차이보다 작다면 소액주주를 축출하게 된다.  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소액주주	축출	이후의

인수회사	부
� – �

경영권	거래	

직후의	부
� > �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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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V� − ��) × � + �� +��] > (V� − ��) × (1 − �)

위 수식을 V�을 좌변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V� > (V� +�� −��)

이는 앞서 본 소액주주가 M&A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을

조건과 동일하다.  즉 M&A 거래 이후 대상회사 주식가치의 증가분(ΔV)이

사적이익의 증가분(ΔB)보다 큰 경우 인수회사는 소액주주 축출을 하게

된다(위 그림에서 (1), (2) 부분).234  반면 M&A 거래로 인하여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축출을 하지 않는다((3), (4) 

부분).  이와 같이 인수회사가 인수 후에 소액주주축출 거래를 진행하는

지 여부는, M&A 거래 이후 전체주식가치도 증가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돌

아가는 몫도 증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시가에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인수

회사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는 전체주식가치 증가분보다 사적이익 증가분

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 ∆�) , 더 심한 경우에는 인수회

사가 대상회사 재산 약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

                                        
234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소수주주 축출 사안들을 보면 PEF에 의해 이뤄진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론스타에 의한 극동건설 상장폐지, MBK에

의한 HK저축은행 상장폐지, 한앤컴퍼니에 의한 코웰이홀딩스 상장폐지, IMM이

인수한 태림포장에 의한 동일제지 상장폐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PEF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비하여 사적이익을 많이 유출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주식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M&A 거래를 하고 따라서 소액주주

축출거래를 하는 것이 PEF에 이익이 된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PEF가

투자한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배당성향이 높은데, 이는 PEF가 다른

전략적 투자자와 달리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인수금융

상환을 위해 배당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PEF가

사적이익(B)보다는 공유부분(V − B) 증대를 통한 부 증대에 보다 초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즉 사적이익(B)을 취득하고 전체 주주가

공유하는 부분 (V − B) 은 최대한 회사 내에 유보하고자 하는 것이 대기업

계열회사의 성향이라면, 전체 주주가 공유하는 부분 	(V − B) 을 배당을 통해

가져가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유출되는 부분 (V − B) × (1 − �)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축출 거래를 하는 것이 PEF의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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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회사법에 의한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다.

IV.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합병 거래에서는 양도회사(소멸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모두 동일한 합병 대가를 인수회사(존속회사)로부터 받는다.  이는 인수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일반합병이나 현금을 주는 교부금합병에서 모두

동일하다.  교부금합병의 경우 현금을 대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서 검

토한 주식양수도와 분석의 틀이 유사하므로, 먼저 교부금합병에서 소액주

주 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인수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사용하는 일

반합병에서의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부의 변화를 검토한다.

1. 교부금합병

가. 경영권 거래의 성립 조건

교부금합병에서도 인수회사(존속회사)가 양도회사(소멸회사)의

지배주주에게 M&A 거래 전 누리는 부 이상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수회사는 이렇게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을 다

른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주주들이 보유하는 양도회사 주

식 전체를 매입하여야 한다.  

인수회사는 교부금합병 거래 이후 양도회사 재산 전부를 취득하

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양도회사 재산 전부를 취득하였을 때의 인수회사의

부가 양도회사 기존 지배주주의 1주당 부를 전체 주식수로 곱한 금액(즉, 

필요한 매매대금 최소액)보다 커야지 경영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부금합병 거래의 성사 조건은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equal opportunities 

rule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거래 성사 조건과 동일하다.

(M&A	거래	이후	인수회사의	부) > (기존	지배주주의	주당	부) × (총주식수)

�� +�� >
(V�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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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을 V�을 좌변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V� +
(1 − �)

�
× �� −

� × �� − ��
�

<교부금합병 거래의 성사와 효율성>235

앞서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 부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

토한 것처럼,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O)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인수회사에 흡수합병된 양도회사 사업의 가치(�� = �� +
(���)

�
× ��)

가 항상 합병 전의 양도회사 주식가치(��)보다 크므로 인수회사가 양도회

사 사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위 그림

에서 (1)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  반면 양도회사 지배주주가 누리던 사

적이익이 크면 클수록 설사 인수회사가 양도회사 사업의 가치를 증가시

                                        
235 교부금합병이 이루어지면 인수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100% 지배권을

확보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배권의 사적이익이라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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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거래도 좌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위 그림에서 (2) 부분에 위

치하는 경우).

그런데 실제 M&A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인수회사가 양도회사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제시한다.  

만일 M&A 거래를 전후하여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O)이 약간 증가하거

나 감소한다면(� × �� −�� < 0) 그만큼 양도사업의 가치가 M&A 거래 이

후 더 많이 증가해야 M&A 거래가 성사될 수 있으므로, 가치증가형 거래

가 더 많이 좌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그림에서 파란색 그래프).  반면

예를 들어 양도회사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가 양도회사의 전체 주식가치

를 상승시킬 능력은 없지만,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

해 인수회사의 주식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는 있다면(� × �� − �� > 0), 

M&A 거래 이후 양도회사가 운영하던 사업부분의 가치가 감소함에도 불

구하고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M&A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그림에

서 붉은색 그래프).  아래 수식을 충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V� > V� − ∆� +
(1 − �)

�
× (�� + ��)

∆� >
(1 − �)

�
× (�� +��)

나. 소액주주 부의 변화

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부금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양도회

사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회사 소액주주가 교부금합

병 과정에서 지급받는 거래대금(V� − �� +
�����

�
)은 M&A 거래 전 소액주

주 보유 주식가치(V� −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교부금합병 거래로 양

도회사 소액주주의 부는 감소하지 않는다.  양도회사 소액주주는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지배권의 사적이익까지 누리게 된다.  또한 양도회사 소액

주주들은 교부금을 받고 회사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인수 후에 양도회사

사업의 가치가 감소하는지는 양도회사 소액주주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관심이 필요한 것은 인수회사의 소액주주이다.  교부금합

병의 경우 양도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배지분 주식양수도 방식에 비해 인수회사에게 불리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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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수회사가 양도회사 사업의 사업가치를 올리고, 시너지를 통한 인수

회사 주식가치의 증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한 이익은 인수회사에게 귀속되고, 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인수회사 소액주주에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인수회사가 아닌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M&A 거래의 효과를

인수회사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다른 계열회사도 누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만일 이와 같이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인수회사 외부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과다한 교부금 지급으로 인하여 인수회사 주식가치

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진행할 유인을 갖는다.

교부금합병의 경우 지배지분 사적거래 방식보다 많은 인수자금

이 소요되므로, 과대평가로 인한 리스크가 더 커진다. 양도회사보다는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리스크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2. 일반합병

가. 주식평등의 원칙과 소액주주 부의 변화

일반합병에서는 양도회사(소멸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인수회사(

존속회사)에 그대로 남고, 인수회사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그

부가 영향을 받는다.  합병 전에 사적이익을 누리던 양도회사의 지배주주

로서는 합병을 전후하여 자신의 부가 증가하는지에 따라 합병 주주총회

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수회사의 주주들 역시

합병을 전후하여 자신의 부가 증가하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논의의 편의상 인수회사에 주주가 1명만 있다고 하고, 인수회사

의 합병 전 전체주식가치는 Q, 합병비율은 1:m으로 정해졌다고 하면(인

수회사 주식가치를 1이라고 하면 양도회사 주식가치를 m으로 정함), 다

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될

수 있다.  계산의 편의 상 인수회사 기존 사업의 가치(Q)는 합병 전후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회사외부로부터의 이익(O)은 일단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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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236

(합병	후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부) > (합병	전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부)

(�� − �� +Q) ×
� × �

� + 1
> (V� −��) × � + ��237

�� +Q > �(V� −��) × � + ��� ×
� + 1

� × �
+ ��

(합병	후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부) > (합병	전	인수회사	주주의	부)

(�� − �� + Q) ×
1

� + 1
+ �� > Q

�� + Q > −�� ×�+ � × (1 +�)

<일반합병 거래의 성사와 효율성>

                                        
236 지면 관계 상 ��을 산출하는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237 합병비율이 1:m이므로, 양도회사의 주주들에게 m만큼의 인수회사 주식이

배정된다.  이 중 �만큼을 대상회사 지배주주가 가져가므로, 합병 후 지분율은
�×�

���
이 된다.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는 합병 후 경영권을 상실하므로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151

일반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부를 나타

내는 그래프(붉은색 그래프) 및 인수회사 주주의 부를 나타내는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보다 위 부분에 있어야 한다(그림에서 (1) 부분).  위 그림

상 (1)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일반합병 거래가 성사된다.

합병 전 양도회사 전체주식가치와 인수회사 전체주식가치의 합

( V� +� )와 비교하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합병 후 전체주식가치

(V� + �) 값인 (�� + Q) +
��×(���)

�
는 항상 V� + �보다 크므로,238 독립 당사

자 간에 일반합병 방식으로 양도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되는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은 양도회사 전체주식가치가 증가하는 효율적인 M&A가 된

다는 것을 시사한다(M&A 제1목표 충족).

양도회사의 소액주주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도회사의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게 되고 따라서 합병 전

에 보유하지 않는 사적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되므로,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부가 합병 이후 증가하였다는 것은 소액주주의 부

역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M&A 제2목표 충족).

만일 M&A 거래 이후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인수회사의 계열회

사 등을 통해 얻는 이익(O)이 매우 크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치

가 합병 전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주식 가치의 합보다 작더라도(즉

V� +� < V� +� ) 인수회사가 양도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여

M&A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  위 그림에서 주황색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양도회사 소액주주는 유리한 합병비율에 따라 산정

된 대가를 받으므로 별다른 손해가 없겠으나, 만일 인수회사에 소액주주

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소액주주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앞서 교부금

합병에서 검토한 것과 동일하게, 합병의 경우에도 양도회사보다는 인수회

사 소액주주 보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나. 인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238 ��×(���)

�
> 0이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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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합병에서는 양도회사의 주주들이 인수회사 주식을 대가로

받는다.  만일 인수회사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은 약탈자가 양도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수회사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수회사와 양도회사가 합병한 후 회사의 주식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아니하다.  양도회사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회사 주식가치에 대한 고평가로 인하여 너무 낮은 거

래대가를 받을 리스크가 존재한다.

양도회사 주주가 인수회사 주식을 인수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

펴본 인수회사의 주주와 관련하여 살펴 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  양도회사 지배주주 및 경영진은 양도회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

다 상세히 알 수 있지만, 인수회사의 주식 가치나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

는 상세한 실사 없이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오판으로 인한 인수회사 주식의 과대 평

가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인수회사 주식을 거래 대

가로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239

V. 소결

1. 정리 –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이상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 소액

주주의 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인수회사 및 양도

회사에 관한 내용은 영업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인수회사의 경우, (1) 대상회사의 가치나 인수 후 시너지 등

에 대한 평가 오류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실패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나 시너지 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239 II.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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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보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매매대

금 지급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 신

주를 발생하는 경우 발행가격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희석화될 우

려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주단이나 투자자들이 회사의 M&A 계획

에 대해 검토하게 되므로, 소액주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존재한

다.  (3) 거래대가를 인수회사 주식으로 할지 아니면 현금 기타 재산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인수회사 주식으로 하는 경우 과대평가

로 인한 리스크를 양도회사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덜하다.  (4)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도 소액주주의 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확

대됨으로 인하여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empire building, 

managerial entrenchment).  이외에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인수회사 계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M&A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인

수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양도회사 소액주주들은 인수회사 소액주주에 비하여 그 부가 침

해될 가능성이 낮다.  (1) 양도회사는 매각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가 인

수회사보다 많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잘못 평가하여 이를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보다는 매각 시점이나 매각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인

수회사의 신주를 대가로 받는 경우 헐값매각으로 인한 리스크를 인수회

사와 공유하므로 소액주주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인수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야 하고 인수회사 주식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는 점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면도 있다. 자금회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도 있다.  (3) 인수회사와는 반대로, 매각을 통해 지배주주가 영향

력을 행사하여 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제국

의 해체)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개입될 가능성도 낮아

진다.

마지막으로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1) 새로운 지배주주가 회

사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소액주주들은 기존 지배주

주의 경영능력이나 사적이익 추구 경향 등을 염두에 두고 대상회사에 투

자를 하였는데, 새로운 지배주주가 등장하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흔들

리게 된다.  인수회사의 경영능력이 좋지 않거나, 기존 지배주주에 비해

사적이익을 많이 유출시킨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소액주주들이 입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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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또한 지배지분의 거래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현행법

(market rule) 하에서는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되는 거래가 아무런 제한 없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같이 소액주주가 지분을 매

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 비해 소액주주 리스크가 클 수 밖

에 없다.

합병의 경우 양도회사(소멸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지배주주와 비

례적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거래 전에 누리지 못하던 지배권의 사적이

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수회사(존속회사)는 주식양수도 방식

에 의한 경우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

무래도 과대평가의 위험이 크고,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이 과정에서

감소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인수회사나 양도

회사가 아닌 인수회사 계열회사 등을 통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2.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재설계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거래에서

각각 인수회사, 대상회사, 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리스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조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화를 하였다.  파란

색 음영 부분이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될 리스크가 커서 회사법의 관심이

필요한 경우를 나타낸다.

<M&A와 소액주주의 리스크>240

                                        
240 위 표에서 소액주주가 입게 되는 리스크 간의 비교는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서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 간의 비교, 즉 수직적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현금이 대가인 주식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 소액주주보다

인수회사나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리스크에 처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의 거래 유형별 비교, 즉 수평적

비교의 경우 리스크의 정도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인수회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양수도 거래의 경우 인수회사가 대상 자산, 부채를

선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합병 거래의

인수회사(존속회사)에 비해 리스크가 낮을 수 있다.  일반합병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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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대가 현금 주식 현금 주식 교부금 일반합병

인수회사

소액주주
높음 중간 높음 중간 높음 중간

양도회사

소액주주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대상회사

소액주주
높음 높음 - - - -

아울러 제1장에서 검토한 각 거래 유형별 우리나라 상법 상 소

액주주 보호의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소액주주 보호의 정도가 큰 항목

을 파란색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대가 현금 주식 현금 주식 교부금 일반합병

인수회사

소액주주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양도회사

소액주주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대상회사

소액주주
낮음 낮음 - - -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될 리스크가 큰 회

사나 거래의 유형과 실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 적용되는 회사나 거래의

유형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만 많은 규율

                                                                                                        
양도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기존의 지배주주 대신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영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나 영업양수도 양도회사의 소액주주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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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뿐, 정작 M&A 과정에서 부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인수회사의 소액

주주나 주식양수도에서의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수

단을 제공하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또한 양도회사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금이 거래의 대가로 사용되는 경우

주식이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하여 소액주주에게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주식이 대가인 경우에 대해 훨씬 많은 관심을 두

고 있다.241

이처럼 실제 보호 필요성과 회사법에 의한 소액주주보호 정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각종 arbitrage의 가능성인 높아진다.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M&A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에 대한 소액주주의 신뢰 하락 및 비효율적 M&A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 두 표를 비교하면 어느 분야의 소액주

주 보호 수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과잉보호, 과소보호 여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대가 현금 주식 현금 주식 교부금 일반합병

인수회사

소액주주242
과소보호 과소보호

비교적

적정

비교적

적정

비교적

적정

비교적

적정

양도회사

소액주주

비교적

적정

비교적

적정
과잉보호 과잉보호 과잉보호 과잉보호

대상회사

소액주주
과소보호 과소보호 - - - -

제3장에서는 위 표에서 과소보호, 과잉보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241 자산 취득의 대가로 인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현물출자) 대가의

적정성과 관련한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42 영업양수도 인수회사의 경우 대상 자산, 부채를 선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 인수회사의 경우 대상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합병에서의 인수회사에 비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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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소액주주 보호 수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과 반대주

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인데, 우리나라 회사법의 관련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

되었는지, 적용 요건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지를 검토한다(제1절).

이어서 회사법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검토한다.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능사

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없을지에 대해 검토한다(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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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의 대리인 문제의 양상과 대상회사의 대리

인 문제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도 다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수회사나 양도회사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대리인 문제와 기

본적으로 같다.  다만 M&A 거래가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

다 보니, 통상적인 의사결정과 달리 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해임권, 이

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대리인 문제 해결 수단에 더하여243

주주총회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244  외국 논의에서는 이를 근본적 변경(fundamental changes)이

라 부른다.

반면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는 M&A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M&A의 결과 지배주주가 변경되면 이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믿고

투자를 하므로, 지배주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이러한 투자의 전제가 근본

적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와

달리 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표면적으

로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회사, 양도회사와는 다른 소액주주 보

호 수단이 등장하여야 한다.  일반 회사법의 대리인 문제 해결 방법의 관

점에서 볼 때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rule)와 같이 이질적인 수

단들이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제1절에서는 먼저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에 사용되는 특유의 소

액주주 보호 수단인 주주총회 승인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검토한다.  

우리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서는 위 수단들이 적용되지만, 주식양

수도에서는 아무리 거래규모가 크더라도 위 보호 수단들이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경영권 거래인지, 계열회사 간 거

래인지와 관계 없이 합병인지 아니면 주식양수도인지와 같은 거래 형식

                                        
243 제1장 제1절 II. 1. 참조.
244 대규모 영업양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례는 있어도, 대규모

시설투자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례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국가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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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제도의 불

균형이 과연 바람직한지, 제도의 정합성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여부와

M&A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의

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년만에 폐지한 우리나라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

만,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논함에 있어서

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대해 아무런 보호 수단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러

하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만 하다.  제2절에서는 먼저

M&A 상황에서의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기능

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수행하기 때

문에,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이

다.  자본감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가 채권자에 앞서서 투자금

을 환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M&A 거래를 실제 진행하는 인

수회사나 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거래

진행 여부나 자금 부담 등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M&A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

해 양도회사나 인수회사가 여러 우회적인 거래 구조를 강구함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인수회사/양도회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



160

지하기 위한 제도들은 선관주의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거래에 대

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245 이 중에서도 M&A에 주

로 적용되는 특유한 보호수단인 위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세 가지 문제점, 

즉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불균형, 

경영권 거래와 계열회사 간 거래의 비구분, 제도의 비정합성이라는 측면

에서 우리 회사법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I. 주주총회 승인

1.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

가. 이사회에 의한 경영과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M&A 거래에서 주주총회 승인이 과연 필요한지를 논하기 위해서

는 먼저 왜 회사의 주인(owner)인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회사 경영에 관

한 의사결정권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상법

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

한 것 이외의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사결

정권을 갖는다.246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사회가 직접 경영을 담

당한다기보다는 회사 임원들의 경영을 감독하는 쪽으로 기능이 변경되고

                                        
245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러한 수단들이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해관계 조정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A 거래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평가 보고서 등이 있어야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도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46 상법 제361조, 제393조.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하지만(상법 제383조 제4항), 회사의 주된 의사결정기관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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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247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이사회에의 경영집중은 전세계 회사법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이다.248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경영 및 감독에 대한 전문성

을 갖고 있으니, 이사회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주주(투자자)는 투자에 전문성을 갖

고 있고, 이사회(경영진)은 회사 경영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각자가 잘 하

는 것을 하게 하자는 논리이다.249

주주총회에 권한을 맡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라는 부정적

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여러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의

사결정을 하려면 주주가 비용을 투입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

는데, 이로 인한 이익은 해당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도

미치게 되므로(무임승차, free-riding), 지분 비율이 충분히 높은 경우가 아

닌 이상 해당 주주로서는 구태여 비용을 들여 주주총회 안건을 심도 있

게 검토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으

로 인하여 집단행동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발생하는 것이다.250

또한 임직원들 및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는 전문적인 경영진이 내리는 의사결정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며 시간도 덜 투입하는 주

주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251  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로부터 주주총회를 실

                                        
247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이중 이사회(two-tier board)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 supervisory board)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248 Kraakman, Reinier; Armour, John; Davies, Paul; Enriques, Luca; Hansmann, Henry; 

Hertig, Gerard; Hopt, Klaus; Kanda, Hideki & Rock, Edward, 앞의 책(주 22) p. 5;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21.
249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23.
250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94, p. 389 이하.
251 송옥렬, 상법강의(제4판), 법문사 (2014), p. 881.  이러한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경우 일반 개인 소액주주의 경우보다는 낫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기관투자자들 역시 M&A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진보다 더 많은 정보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까지 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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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최하는 데까지 적어도 5~6주가 소요되는데, M&A 거래의 기밀성이

나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상

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252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주의 수가 많을수록 집단행동문제

가 심화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개입

하는 것은 갈수록 비효율적이 된다.  회사의 경영 판단과 관련한 것은 이

사회에 맡기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등이 이사회의 이해 충돌 여부 등

을 감시하고, 주주총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사의 선임, 

해임에 관여하거나 대표소송을 통한 사후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미국(델라웨어주 회사

법 및 MBCA),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모든 주요 법제

들은 합병이나 정관 변경과 같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관여를 인정한다.  주주총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

주총회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M&A 거래의 추진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 본다.

나. 주주총회 개입의 이론적 근거

주주총회가 합병과 같이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론적 근거에는 몇 가지가 있다.253  먼저 대규모 거래의 경

우 개별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주주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

여 이를 검토할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개별 주주가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로 인한 효익이 큰 대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합리적

무관심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더라

                                        
252 예를 들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사업재편승인을 얻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2주에서 7영업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제1항).  이러한 단축이 과연 합병 등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총회 승인이 M&A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부담이

됨을 우리 입법자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3 이하의 내용은 노혁준, 앞의 논문(주 141) p. 85 이하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결과를 상당 부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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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에 대한 결정과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나누어, M&A와 같은 투자 결

정의 경우 주주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주가 전문성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M&A 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많은 의존을 하는

미국의 경우, 이사와 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 관계가 M&A 거래로 종

결되는 경우 이사들은 더 이상 주주들을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유인을 상실하므로(이른바 최종 구간, final period)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가 아닌 주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이 논의

는 사실 대상회사 경영진과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설명할 때 등장하

는 개념이지만, 합병 거래에서의 양도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 양도회사(소멸회사)의 경영진이 인수회사(존속회사)와 합

병을 결정하면, 양도회사의 주주들은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어 인수회사

경영진과의 위임관계가 생성되고, 양도회사 주주들과 경영진 사이의 기존

위임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양도회사 경영진으로서는 합병 거래만 마치

면 주주들에 대해 더 이상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합병 거래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행할 유인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보다 주주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i) 해당 의사결정이 회사 구성원들의

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ii) 이러한 결정이 이사의 이해관계 충

돌(conflict of interests)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꼭 자기거래의 수준까

지 이를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의 충돌 가능성 있는 경우 포함)에 이르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54  거래 규모

가 큰 경우, 비록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회사 결정

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이러한 비용을 소요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입장들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

제 하에,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통제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존재한다.255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

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인수 거래에서는 (i) 주주들의 높은 관심

으로 효율적인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ii) 대리인이 잘못된 판단을 한

                                        
254 Kraakman, Reinier; Armour, John; Davies, Paul; Enriques, Luca; Hansmann, Henry; 
Hertig, Gerard; Hopt, Klaus; Kanda, Hideki & Rock, Edward, 앞의 책(주 22), p. 184
255 노혁준, 앞의 논문(주 141) p.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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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는 손해도 크므로 주주총회의 관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설명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위임 관계의 변경:  관념적인 이유로서,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이

고 주주는 주주간의 약속인 정관을 통해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

한 것임.  회사 합병이나 정관 변경 같은 근본적 변경

(fundamental changes)은 이러한 위임관계나 약속에 변경을 가져

오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함.

- 이해충돌 가능성:  합병 거래 등에는 지배주주/이사와 주주간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사와 주주 간에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집단행동문제의 완화:  합병 등과 같은 대규모 거래의 경우 주주

총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집단행동문제가 완화될 수 있고, 주주

들도 전문성을 가지므로 주주총회를 개입시키는 것이 더 유익함.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주요국가 입법례들은 비록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M&A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한

다.  이하에서는 주요 입법례들을 검토하여 어느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지 살피고, 이어서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경

제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2. 각국의 입법례 및 비교

주요 입법례들은 거래 유형(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별로, 

또한 거래 당사자(양도회사, 인수회사) 별로 주주총회 승인 요구 여부 및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합병 거래와 영업양수도/주식양수도를 나누

어 살펴 보자.

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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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국가에서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어느 한 회사가 소멸하기 때문에, 해산에 준하

여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소액주주 부의 변화 양상을 떠나 나

름의 근거가 있다.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 합병의 경우 인수회사, 대상회사 모두

에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과반수 찬성).256  다만 인수회사의 경우 (i) 

정관 변경이 없고, (ii) 주식 종류에 변경이 없으며, (iii) 합병으로 발행되는

주식이 합병 전 인수회사 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 257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whale-

minnow merger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소규모 합병과 비슷하다.  대가가

현금인 교부금 합병(cash-out merger)의 경우 인수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

우,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이른바

short-form merger).258  모회사가 이미 9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흡

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회사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모회사 주주총회를 면제하는 점을 주목할만

하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이합병과 다르다.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정삼각합병, 역삼각합병을 불문하고 대상회

사와 합병자회사(merger subsidiary)에만 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실질적 인

수회사인 모회사에는 (i) 정관 변경이 있거나,259 (ii)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신주를 20% 이상 발행하지 않는 이상,260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

                                        
256 DGCL §251(c).  의결권 있는 주주의 과반수이고,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다.
257 DGCL §251(f), 252(e).
258 반면 모회사가 소멸회사인 경우(reverse merger)에는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DGCL §253.
259 DGCL §242.
260 뉴욕거래소(NYSE) 상장규정, 나스닥(NASDAQ) 상장규정 등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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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절반 정도의 주가 회사법의 기초로 삼는 모델사업회사법

(MBCA)도 주주총회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기본적으

로 유사하다.  존속회사가 신주를 20%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

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261 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양쪽 회사 모두에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

다는 점도 동일하다.262  주주총회 승인 시 각 주식 종류별로 종류주주총

회 승인이 요구되는 점,263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교

환(compulsory share exchange) 제도가 존재하는 점264 정도가 다르다. 

(2) EU

EU는 지난 2011년 기존 합병 관련 제3지침265을 대체하는 공개

유한책임회사 합병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266  이에 따르면 합병 당사

회사들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결권이나 자본금 기준 2/3 이

상에 의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원국은 1/2 이상의 승인으로 하

거나 정관 개정과 동일한 승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종류주주의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67  

다만 존속회사가 합병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하고, 5% 이하의 지

분을 보유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발행주식총수나 의결권의 20% 이상의 신주가 발행되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NYSE 312.03; Nasdaq Rule 5635.
261 MBCA §11.04(g).
262 MBCA §11.05(a).  모회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90% 이상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20%를 초과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1-23.
263 MBCA §11.04(e).
264 MBCA §11.03.
265 Third Council Directive 78/855/EEC of 9 October 1978.
266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공개유한책임회사 합병 관련 지침).
267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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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하에,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다.268  

구체적으로는 100%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와 대상회사 모두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고, 90% 이상 100% 미만 보유하는 자회사를 합

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269  우리나라의 간이합

병과 유사하다.

EU 공개 유한책임회사 합병 지침은 합병 거래 관련 정보 공개와

주주에 의한 검사, 독립 전문가에 의한 합병 조건의 평가 및 주주에 대한

보고 등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독립 전문가의 보고서 등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 270   이러한 입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의 회사법이 따르고 있다.

(3) 영국

영국도 EU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71  합병당사회사 양 쪽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3/4 승인), 이

사회는 합병조건을 담은 보고서 준비하여야 하고, 담당 이사와 독립전문

가가 합병비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주

주총회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272

모자회사 간 합병(간이합병)에 대해서도 EU 지침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인수회사(존속회사) 및

양도회사(대상회사) 양측 모두에 주주총회도 필요하지 않고 각종 보고서

                                        
268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ticle 
8.
269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ticle 
25, Article 27.
270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ticle 
25, Article 10.
271 영국 회사법 상 합병 관련 규정은 영국 회사 중 공개회사(public company)에

적용된다.  폐쇄회사(private company)는 다중에 주식 인수를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Companies Act 2006, Part 20 등.
272 Sections 905~909, 911 Companies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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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지 않다.273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을 90% 이상 100% 보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보 공개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될 수 있다.274

(4) 독일

독일법도 EU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영국 회사법과 거의 동

일하다.  먼저 합병 승인 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출석주주 3/4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275  간이합병에

대해서도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 회사

모두에게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고, 합병보고서 작성 의무, 합병검사인

검사도 면제된다.276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을 90% 이상 100%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서만 주주총회가 면제된다. 단 존속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277

(5) 프랑스

프랑스도 영국, 독일과 동일한 체계이다.  프랑스에서도 합병 승

인 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의결

권의 1/4 이상 출석 및 출석 주식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종류주

주총회의 승인도 필요하다.278

간이합병도 마찬가지이다.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 전부를 보

유하는 경우에는 양 회사 모두에게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고, 각종 보고

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279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을 90% 이상 100% 

                                        
273 Section 915 Companies Act 2006.
274 Sections 916, 917(2) Companies Act 2006.
275 65 UmwG.
276 8(3), 9(2) UmwG.
277 62 (1), (4) UmwG ; 62(2) UmwG.
278 Code de Commerce L.236-2 al.2; L. 225-96 al.2; L.236-9 al.2.
279 Code de Commerce L.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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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서만 주주총회가 면제된다.280  전자를

간이합병(fusion simplifiée), 후자를 반(半)간이합병(fusion semi-simplifiée)

이라 한다.  두 경우 모두 존속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들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일본

일본에서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의결권의 과반수 출석(단 정관 규정으로 1/3까지 하향 가능) 

및 출석 주식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281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교부하는 존속회사의 주식수에

순자산액을 곱한 금액, 소멸회사 주주에 교부하는 존속회사의 사채, 신주

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및 소멸회사의 주주

에 교부하는 존속회사의 주식 이외 재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존속회

사 순자산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

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규모합병과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간이합병(簡易合倂)이라 한다. 282 흡수합병 당사회사 중 한 곳(특별지배

회사)이 다른 당사회사(종속회사)의 총주식 의결권이 90%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서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종속

회사가 합병 존속회사가 되든 소멸회사가 되든 마찬가지인데, 이를 약식

합병(略式合倂)이라 한다.283

결과적으로 델라웨어주나 MBCA의 입장과 비슷한다.

                                        
280 Code de Commerce L.236-11-1.
281 회사법 제783조 제1항(흡수합병 소멸회사), 제795조 제1항(흡수합병 존속회사), 

제804조 제1항(신설합병).
282 회사법 제796조 제2항, 규칙 제196조.  다만 합병의 결과 존속회사에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나 존속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니고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양도제한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제796조 제2항 단서, 제795조 제2항 1호, 2호).
283 회사법 제784조 제1항, 제796조 제1항.  다만 소멸회사인 종속회사가

공개회사이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양도제한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나(제784조 제1항 단서), 존속회사인 종속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니고, 

종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양도제한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제796조 제1항 단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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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가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i) 존속회사에는 소규모합병 예외가 (ii) 소멸회사에는 간이합병

예외가 존재한다.  합병 거래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단 교부금이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존속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될 수

있다.284

나.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 주식도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경

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을 매각, 매입하는 것이나 주식을 매

각, 매입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주식양수도나 영업양수도 거래에서의 인수회사나 양도회사의 리스

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인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식양수는 해당 사업

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의 형태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주주유한

책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영업양수의 경우

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대상 사업과 관련한 우발채무가 인수회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인수회사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도회사의 입장에서도 영업이나

주식을 현금 등과 교환한다는 점에서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다만 각국 회사법이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르다.  거의

                                        
284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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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제에서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

지만, (i) 처분뿐만 아니라 취득도 승인 대상으로 할지, (ii) 어느 정도에 이

르러야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중요한 거래로 볼지, (iii) 자산양수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주식을 매

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MBCA나 영국(상

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인지 주식인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양도회사와 인수회사를 구분하여 취급한다.  이하 자세하게

살펴 본다.285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구체적인 법규정을 살펴 보기 전에,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MBCA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살펴 보자.  미국 델라웨어주 회

사법 규정 및 델라웨어주 법원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델라웨어주 회

사법은 회사가 보유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처분하는 것을 회사 사업 목

적의 변경이나 해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6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사업을 매각하

고 B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존 회사의 틀만 그대로 있

을 뿐 회사의 실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

실상 회사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회사를 해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MBCA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접근 방법을 취하

고 있다.

                                        
285 참고로 인수회사가 거래대가를 회사의 신주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발행 시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례들이 있다.  미국 MBCA, 뉴욕거래소(NYSE) 상장규정, 

나스닥(NASDAQ) 상장규정 등에서는 기존 발행주식총수나 의결권의 20% 이상의

신주가 발행되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제3자 배정을 하거나, 발행예정주식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286 예를 들어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자산의 매각, 해산, 청산을 같은

장(Subchapter X)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자산의 매각을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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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델라웨어주 회

사법이나 MBCA의 입장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 먼저 회사의

실질이 사실상 변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지

주식을 매각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 회사법에서는 영

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산양수도(sale of 

assets, disposition of assets 등)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상법이 “영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제374조), 법원도 영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와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사실 경제적

실질을 보면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와 영업을 매입하는 경우를 실무상 명

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인수회사의 사업을 위해

주식, 자산, 영업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주식이든 영업이든 자산이든 다르게 볼 필요는 크지 않다.

(2) 아울러 사업 목적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해산에 준하는 정도

에까지 이르러야 하므로,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되는 기준도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가치의 75%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하는 것은 회사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처분하는 것에 웬만하면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25%를 매각하는 것은 웬만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87  

(3) 또한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회사의 해산에 준하는, 

주주의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주

주총회 개입의 필요성이 그만큼 낮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MBCA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자.

먼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자산의 실질적 전부(substantially 

all of its property and assets)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회사 주주총회 승인(전

체 의결권의 과반수)을 요구한다.288   다만 “사실상 전부”가 어떤 의미인

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판례들이 존재한다.  

델라웨어 Chancery Court는 양적 요소(quantitative test)와 질적 요소

(qualitative test)를 모두 고려하여 (i) 대상 자산이 전체사업의 매출, 이익, 

자산, 순자산, 자산당 수익율, 순자산당 수익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

한지와 (ii) 해당 자산의 매각으로 양도회사 사업의 성질이 변화하는지라

                                        
287 Bainbridge, Stephen M., 앞의 책(주 17) p. 159.  문제는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가 25%에서 75% 사이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288 DGCL §27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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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i) Gimbel v. Signal Companies 사건289에서는 매각 대상

사업(석유 사업)이 양도회사 순자산의 41%, 총자산의 26%, 매출의 15%

에 불과하고, 양도회사(Signal)는 여러 사업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지주회사이므로 대상사업을 처분하더라도 사업의 본질이 질적으로 변

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ii) 반면 Katz v. Bregman 사건에서는 매각 대상 사업(철제 드럼 제조 사

업)이 자산의 51%, 매출의 44.9%를 차지하고, 해당 사업 처분 이후에는

플라스틱 드럼 사업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회사

의 본래 사업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radical departure)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90291

미국 MBCA도 기본적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입장이 비슷한데,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MBCA에서는 매각의 결과로 회사

에 중요한 계속 사업 활동이 없게 되는 경우(if the disposition would leave 

the corporation without a significant continuing business activity) 양도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292  다만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지 않는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달리, 처분 이후에도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으로 총자산의 25%와 세전이익 또는 매출의 25%가 유지될 수 있다면, 

계속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safe harbor 조항을 두고 있다.293  

즉 매각 대상 사업이 총자산의 75%나 세전이익 또는 매출 기준 75%를

차지하지 않는 이상 양도회사 입장에서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294

                                        
289 Gimbel v. Signal Companies, Inc. 316 A.2d 599 (Del.Ch. 1974).
290 Katz v. Bregman (431 A.2d 1274 (Del.Ch.1981)).  Katz 판결은 (i) 자산의 51%를

매각한 것이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ii) 철제

드럼 대신 플라스틱 드럼을 제조하는 것을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radical departure)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Allen, 
William T., Kraakman, Reinier, Subramanian, Guha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2), 465; Bainbridge, Stephen M., 
앞의 책(주 17) p. 159.
291 반면 Hollinger 사건이나 Oberly 사건에서는 각각 회사자산의 약 56%와

80%가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되지 않았다.  Hollinger 
Inc. v. Hollinger International, Inc (858 A.2d 342 (Del. Ch. 2004)); Oberly v. Kirby (592 
A.2d 445 (Del. 1991)).
292 MBCA §12.02 (a).
293 MBCA §12.02 (a).
294 MBCA 주석서는 회사가 자산 매각에 대한 대가로 같은 사업에 필요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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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상적인 사업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이루

어지는 자산의 매각은 설사 전부 매각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하지 않다.295  참고로 뉴욕회사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고,296 50개 주

중에서 46개 주에서 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297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위 판

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으로

회사 사업의 성질이 변화하는지를 고려하므로,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매각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주주총회 승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대상 자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모회사 주

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나,298 100% 자회사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299에서는 양법이 입장을 같이 한

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MBCA 모두 자산이 아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Katz v. Bregman 사건에

서는 Plant Industries (Texas) Inc.라는 회사가 자회사인 Plant National 

(Quebec) Ltd.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였고, Thorpe v. Cerbco 사건에서도

Cerbco가 총자산 가치의 65%에 해당하는 자회사인 East 주식을 처분한

사례에서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승인이 필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취급해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일한 자산인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2-15~12-16.
295 MBCA §12.01 (1).  MBCA 주석서는 건물을 건설하여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유일한 자산인 회사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나, 사업을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중요한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2-3~12-4.
296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 909.  “A sale, leas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assets of a corporation, if not made in the usual or 
regular course of the business actually conducted by such corporation, shall be authoriz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297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2-7.
298 DGCL §271 (c); MBCA §12.02 (h).
299 DGCL §271 (c); MBCA §12.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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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보았다.300

반면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MBCA는 인수회사에 대해서는 별다

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수회사는 거래 규모와 관계 없이 신주 발

행 등이 개입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양수나 영업양수를

할 수 있다.

(2) EU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영국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이나 판례는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상장회

사에 적용되는 상장규정(Listing Rules)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한다.

영국 상장청(UK Listing Authority)의 상장규정(Listing Rules)은, 중

요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

영업양도나 주식양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동일하지만,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도의 기준도 사실상 전부의 매각이나 중요한 계속 사

업의 정지라는 수준을 요구하는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장규정(Listing Rules)에 따르면 중요한 거

래(significant transaction), 특수관계자 간 거래(related parties transaction), 

우회상장(reverse takeover)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위 규정은

M&A 거래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 모두에 대해 적

용된다.  다만 통상적인 사업 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영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 같은

M&A 거래가 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장규정에서는 대상 거래와 상장회사의 총자산(gross assets), 이

                                        
300 Thorpe v. Cerbco, Inc., 676 A.2d 436 (De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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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profits), 대가(consideration)301, 총자본(gross capital)의 네 가지 수치를

비교한다.  위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class 1 

transaction이 되고, 어느 하나라도 그 비율이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에는 class 2 transaction에 해당하게 된다.302  예를 들어 대상회사의 총자

산이 인수회사 총자산의 30%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 가지 요건 충족 여

부와 관계 없이 class 1 transaction이 된다.  인수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이

나 대상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양도회사도 마찬가지이다.

Class 2 transaction에 해당하게 되면, 상장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지정 정보 서비스 기관(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 RIS)303에 거래 당사자, 내역, 대상 사업의 내역, 거래

대가, 거래대상 총자산 가치, 대상 사업이나 회사의 주요 임직원 등의 정

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304   Class 1 transaction에 해당하면 (i) class 2 

transaction에서 요구되는 정보공개는 물론, (ii) 주주들에게 거래 관련 설

명서(circular)를 제공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하고, (iii) 해당 거래가 이러한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

생하도록 하여야 한다.305  위 규정에 따라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인

수회사, 양도회사 모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M&A 거래가 무산된다.306

(4) 독일

독일 주식회사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301 상장회사의 보통주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302 UK Listing Agency Listing Rules 10.2.2.
303 영국 상장회사는 지정된 기관 중 한 곳을 RIS로 지정하여, 상장규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04 UK Listing Agency Listing Rules 10.4.
305 UK Listing Agency Listing Rules 10.5.1.
306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영국 상장회사들이 다른 국가의 회사에 비해 M&A 

시장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14: Review of the Listing Regime; Feedback on DP14 (January 2003); Kouloridas, 

Athanasios, 앞의 책(주 14) 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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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stand)가 수행하되307, (i) 법률에 명시된 사항, (ii) 정관에 규정된 사항, 

(iii)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법원은 위 세 가지 사항 이외의 것에 대

해서도 주주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한다.308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독일 주식회사법은 회사의 전 재산

(ganzen Gesellschaftsvermögens verpflichtet)을 양도(Übertragung)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출석 주주의 3/4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09  

그렇지만 연방재판소는 Holzmüller 사건 및 Gelatine I, II 사건에서, 반드시

전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의 양도 시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

요하다고 보아, 법조문보다 넓게 해석한다.310

Holzmüller 사건에서는 양도회사(J.F. Müller & Sohn AG)가 총자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항만업 사업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 문제 되었다.  연방재판소는 회사가 핵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및 주식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대

해 중요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위 사업이 자회사에 넘어가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가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개입하는

것이 봉쇄되므로 모회사 주주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311312

                                        
307 AktG § 76 (1)
308 독일에서는 이를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 권한(unwritten authority of 

shareholders’ meeting) 또는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 승인(unwritten shareholders’ 

resolution) 등으로 부른다.
309 Aktiengesetz § 179a (1); § 133 I; § 179 II 1
310 이하의 사안 정리는 다음 서적과 논문을 참조하였다.  Böttcher, Lars and 
Blasche, Sebastian, "The Limitations of the Management Board’s Directive Powers in 
German Stock Corporations", German Law Journal Vol. 11 No. 05 (2010); Löbbe, Marc, 
"Corporate Groups: Competence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Minority Protection –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s recent Gelatine and Macrotron Cases Redefine the 
Holzmüller Doctrine", German Law Journal Vol. 05 No. 09 (2004); Cahn, Andreas and 
Donald, David C. “Comparative Company Law: Text and Cases on the Laws Governing 
Corporations in Germany, the UK and the USA”, Cambridge (2010); Schulz, Martin; 
Wasmeier, Oliver,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s: A Concise Overview of German 
Corporate Law”, Springer, (2012); Wirth, Gehrad, Arnold, Michael; Morshäuser, Ralf; 
Greene, Mark, “Corporate Law in Germany”, 2nd edition, C.H. Beck (2010)
311 BGH, 25.02.1982 - II ZR 174/80
312 Holzmüller 판결은 법원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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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atine I 사건 313 에서는 양도회사(Deutsche Gelatine-Fabriken 

Stoess AG)가 독일, 스웨덴, 영국에 각각 한 개사씩 100% 자회사를 보유

하고 있었는데, 스웨덴과 영국 자회사 주식을 독일 자회사에 양도한 것이, 

Gelatine II 사건314에서는 자회사 주식 49%를 다른 100% 자회사에 양도

한 것이 문제되었다.  연방재판소는 질적, 양적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대

상 자산이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되고 양적으로는 자산, 매출, 이익, 직

원 수 등으로 고려하여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

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울

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3/4)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다..  Gelatine 판결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상당히 좁

혔고, 실무상으로는 1982년 Holzmüller 판결 이후 발생한 불명확성을 상

당 부분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315316317

양도회사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하급심 판결도 존재하지만, 318 아직 이에

대한 연방재판소의 판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다.  주식

양수도 거래에도 승인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독일 주식회사법은 사업의

양도와 주식의 양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자산의 양도라는 측면에서

                                                                                                        
않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Löbbe, Marc, 앞의 논문(주 310) p. 
1063
313 BGH, 26.04.2004 - II ZR 155/02
314 BGH, 26.04.2004 - II ZR 154/02
315 Holzmüller 판결 이후에는 양적으로 10%~50%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Gelatine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Löbbe, Marc, 앞의

논문(주 310) p.1072, p. 1077.
316 Holzmüller와 Gelatine I, II 사건 이외에도 Macrotron 사건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재판소는

상장회사의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았다.  
BGH, 25.11.2002 - II ZR 133/01, ZIP 2003, 387
317 사실 위 독일의 관련 판례들은 영업양수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과 관련한 판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위 판례들을 살펴

보면 과연 정관에 이러한 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닌 자회사와의

내부조직재편 거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델라웨어나 MBCA의 경우에는 100%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DGCL §271 (c); MBCA §12.01 (3)
318 OLG Frankfurt a.M., 7.12.2010 - 5 U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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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므로, 주식양수도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Gelatine 사

건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주식을 처분한 사례였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더라도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이 강제되지

는 않는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금융시장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이 권유된다.

먼저 금융시장청 일반 규정(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GAMF)에 의하면, 상장회사가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319는 금융시장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시장청은 이러한 거래가 회사의 주식이나 의결권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배주주로 하여

금 소액주주의 청구에 따라 소액주주 보유 지분을 모두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offre publique de retraite).320

나아가 금융시장청의 2015년 유권해석/권고 321 에 의하면, 처분

대상 자산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5개 기준(회사 매출액 대비 대상자산 매

출액, 시가총액 대비 처분가격, 회사 순자산액 대비 대상자산 순자산액, 

회사 세전이익 대비 대상자산 세전이익, 회사 직원 수 대비 대상자산 직

원 수) 중 2개 이상이 50% 이상인 경우322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사전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이 권고된다.323  주주총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승인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만일 해당 상장회사가 위 기준

                                        
319 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주주간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Code de 
Commerce Article L. 233-3.
320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GAMF) article 236-6.
321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1.1 Recommendation.
322 최근 2개 사업연도의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23 위 내용은 권고이므로 상장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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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주총회에 이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 준수, 예외 설명(appliquer ou 

expliquer)” 원칙324에 따라 위 유권해석/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 50%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랑스 상장회

사들은 중요한 처분의 경우 거래 이행완료 전 및 주주총회 부의 전에 계

약 내용, 전략적 이유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325  또한 회사의

이사회가 중요 자산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50% 미만인 경우도

포함) 이사회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조치(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에 의한 검토나 외부 검토 의견 의뢰 등)를 취하고, 외

부 재무 및 법률 자문사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326

반면 상장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시

장청은 사뭇 다른 취급을 한다.  특히 처분과는 달리,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시장청은 명시적으로 만일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할 경우, 프랑스 상장회사가 M&A 

시장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의 회사에 비해 심각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327  

한편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행완료

전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고,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것이 권고된다.328  의사결정 시 이해관계 충돌 검토 조치

를 취하고, 외부 재무 및 법률 자문사의 지원을 받을 것이 권고되는 점도

양도회사와 동일하다.329  

위 규정은 자산의 양수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324 스튜어드쉽 코드에서 언급되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을 의미한다.
325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1.2 Position.
326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1.3 Recommendation.
327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2.
328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2.1 Position, Recommendation.
329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2.2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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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양도회사가 사업 330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331.  어느 경우가 사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본 회사법은 양도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주식회

사 총자산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20%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332   1/5 정량적 기준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도입되었다.333

반면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

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다.334  다른 회사의 사업 전부를 양수할 경우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와 입장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335   아울러 다른 회사

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교부하는 재산의 장부가액이

인수회사 순자산액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

요하지 않다.

자회사 336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일본 회사법은 모회사가 장부가액

기준 모회사 총자산의 1/5을 초과하는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그 결과 자회사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한다.337  반면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330 일본에서는 사업양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31 회사법 제467조 1항 1호, 2호.
332 회사법 제467조 1항 1호, 2호, 회사법 시행규칙 134조.
333 구 상법 하에서의 해석과 회사법 제정 이후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山下眞弘, 「事業の重要な一部の譲渡と株主総会の特別決議」, 浜田道

代, 岩原紳作(編者),新・法律学の争点 シリーズ「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 p. 
199.
334 회사법 제467조 1항 3호.
335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第6版), 有斐閣 (2015), p. 954.
336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회사 등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회사법 제2조 3호, 회사법 시행규칙 3조 1항, 3항.
337 회사법 제467조 제1항 2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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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338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339

반대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0아울러 우리나라

와 동일하게, 위 모든 경우에 있어 거래상대방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인

정되지 않는다(이른바 약식사업양도등).341

(7) 우리나라

우리나라 상법과 판례는 영업의 양수도와 주식 등 자산의 양수

도를 구분한다.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영업의 양수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자동적으

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342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

는 경우 양도회사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고(1호), 회

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

수하는 경우 인수회사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구한다(3호

).343  다만 위 규정 상 “중요한 일부”나 “중대한 영향”이 어떠한 의미인지

                                        
338 江頭憲治郞, 앞의 책(주 335) p. 954.  다만 사후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법 제467조 1항 5호.
339 회사법 제309조 제2항 제11호.
340 회사법 제469조.
341 회사법 제468조 제1항.
342 법원은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대법원 1996. 11. 15. 96다3124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다만 이 판결들에서는 지배주주가 주식양수도를 하는

경우 대상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회사나 인수하는 인수회사의 주주총회가

필요한지와는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
343 2012년 시행 개정 상법 이전에는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것은

인수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었다.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가 인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가 아니라 양도회사가 영업 전부를 매각하는지와 같은 양도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결과 201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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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판례도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

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판시할 뿐, 특정 비율이 기준으로서 제시된 바는 없다. 344 345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요건346이나

기업결합신고 요건 347 을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348  

규정 상으로는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재무제표 기준인지 연결재

무제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영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

무리 자회사의 해당 사업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더

                                                                                                        
상법에서는 본문의 문구처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44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대상영업이

자산가치 기준 약 33.79%에 해당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대상영업만

플러스였으며, 양도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부문이었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매출액, 고정자산, 영업이익, 경상이익, 

직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안도

존재한다(부산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345 우리나라 판례들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상법 제374조가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어느 경우에 중요한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은 많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6판), 

삼지원 (2015), p. 223.  우리나라 관련 판례의 전반적 검토는 신현탁, “영업양도에

관한 분야별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34-4호 (2016).
34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 매출액, 부채액이 전체 대비 10% 

이상인 경우,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전체 대비 10% 이상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7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 

임차 등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주요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5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4. 다.
348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p.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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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법원은 영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영업용재산을 처분하는 경

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에는 양도회사에 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본다.349  인수회사가 재산을 양

수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해당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인수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지는 명확하지 않다.350

주식양수도의 경우, 인수회사, 양도회사 모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양수도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51   다만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대상회사 주식 소유 이외에 다른 사업이 없는 양

도회사가 해당 대상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도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승

인이 필요하다고 본 바 있다.352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회사 주식 처분 및 인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실무에서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양수도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아울러 2015. 12. 상법 개정을 통해, 영업양수도 거래의 당사자가

상대회사 총주주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회사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 확실시되므로 해당 상대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

                                        
34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외 다수
350 재산을 양수한 경우 인수회사가 그 재산만으로 양도회사가 하던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을 인수한 인수회사는

주주총회결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른 회사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여 기존의 자신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어느 재산의

취득이 인수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옥렬, 앞의 책(주 251) p. 920
351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앞의 책(주 348), p. 732; 김건식, 노혁준, 앞의 책(주

84), p. 315; 강희철, 앞의 논문(주 56) p. 46
352 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회사 주식의 보유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도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이는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나35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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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 입법례 간의 비교

이상 살펴 본 주요국가의 입법례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합병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모든 입법례가 양도회사 및 인수

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만,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에만 주주총

회 승인을 요하고, 인수회사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

다.  주식양수 시 인수회사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입법례는 영국 상

장회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총회승인과 각국 입법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양도(소멸) 인수(존속) 양도 인수 양도 인수

델라

웨어

○

간이(≥90%)×

○

간이(≥90%)×

소규모(20%)×

○ (기준

높음)

× ○ (기준

높음)

×

MBCA ○

간이(≥90%)×

○

간이(≥90%)×

소규모(20%)×

○

(≥75%)

× ○

(≥75%)

×

영국 ○

간이(100%)×

○

간이(≥90)×

○

(≥25%)

(상장)

○

(≥25%)

(상장)

○

(≥25%)

(상장)

○

(≥25%)

(상장)

독일 ○

간이(100%)×

○

간이(≥90)×

○ (기준

높음)

△ ○ (기준

높음)

△

프랑스 ○

간이(100%)×

○

간이(≥90)×

○**

(≥50%)

(상장)

× ○*

(≥50%)

(상장)

×

일본 ○

간이(≥90%)×

○

간이(≥90%)×

소규모(20%)×

○

(>20%)

○

(전부 양

수만)

○

(>20%)

(지분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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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간이(≥90%)×

○

소규모(10%)×

○

(중요성)

(간이영

업양도)

○

(중대한

영향)

(간이영

업양수)

× ×

* 존속회사가 대상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간이합병(short-

form merger),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에 비해 작은 경우를 소규모합병(whale-

minnow merger)으로 칭함.  일본의 경우 각각 약식합병, 간이합병이라 칭하나, 

다른 입법례와의 비교목적 상 위와 같이 명칭을 통일함

** 프랑스의 경우 권고사항

*** 색이 진할수록 주주총회 승인을 넓게 인정

합병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입법례들의 입장이 비교

적 유사한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모든 입법례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과 같은 위 원칙에 대

해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둔다는 점도 동일하다.

(2) 존속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소멸회사를 흡수합

병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입법례에서 간이합병 제도를

인정한다.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존속회사 입장에서 이미 지배하는 회

사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존속회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존

수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델라웨어, MBCA,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이미 소멸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존속회사 주주총회가 면제되지 않

는다.  (3) 한편, 인수회사가 양도회사 지분을 이미 90% 이상 보유하므로

지분구조 상 주주총회 승인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 편이를

위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국가도 있다(델라

웨어, MBCA, 일본, 우리나라).  반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전부 보

유하는 경우에만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영국, 

독일, 프랑스).  (4) 소규모 합병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고(델

라웨어, MBCA, 일본,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영국, 독일, 

프랑스).

반면 영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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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다르다.  입법례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요한 거래에 대한 주주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양

도회사와 인수회사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영국

상장규정),353 영업이나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목적이 사실상 변경된

다는 측면에서 양도회사에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을 하는 입법례들도 있다

(델라웨어, MBCA, 일본).  (2) 주주총회가 필요한 중요한 거래의 기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20%~25% 정도를 중요하다고 보는 입법례들이 있는가

하면(영국, 일본), 적어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는 입법례들도

있다(MBCA, 독일).  (3) 명확한 규정을 통해 safe harbor를 제공하는 입법

례들도 있는데 비해(MBCA, 영국, 일본),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곳도 있다

(델라웨어, 독일, 우리나라).

(4)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를 모두 “자산”의 양수도로 보아 이

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가가 대부분인 반면(델라웨어, MBCA, 영국, 독일, 

프랑스), “영업”의 양수도를 규율하는 국가에서는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와 영업을 양수도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다(우리나라, 일본).

(5)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상장회사에 대해서

만 적용되는 국가들도 있다(영국, 프랑스).  (6)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법규에서 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이 의무화되지만, 프랑스의 경우

에는 항상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청이 유권

해석 내지 권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구분된다.

3.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소액주주 보호 기능

가. 제도의 효율성 분석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주요 입법례들에서는 모두 중요한 M&A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한다.  다만 승인 대상 거래의 구체적

인 범위는 입법례마다 상당히 다르고, 특히 주식양수도 거래가 완전히 승

                                        
353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도 양도회사와 인수회사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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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승인 대상 거래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입법례들은 주주총회 승인 제도가 M&A 거래 상황

에서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당사회

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으로 인한 혜택뿐만 아

니라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주

주총회 승인이라는 장치를 빈번하게 발동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어느 경우에 소액주주 부의 침해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지(효용 –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

- 어떠한 유형의 거래에서 주주총회 승인 제도가 지배주주의 기회

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효용 측면)

- 주주총회 승인으로 인하여 5~6주의 시간이 지연되거나 거래의

진행 여부가 주주총회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거래의 안정

성(deal certainty)이 낮아지더라도 M&A 거래를 진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비용 측면)

이 중 첫 번째 기준, 즉 소액주주의 부의 침해 가능성이 언제 제

일 큰지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상세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와 마찬

가지로 경영권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양도회사의 경우와 계열사 간 거래

에서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자.

나. 경영권 거래

(1) 인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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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앞서 제2장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경영권 거래에서 인수회사의

소액주주는 (1) 지배주주/경영진이 대상회사나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나

인수 후 시너지 효과 평가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

나치게 큰 재무적 부담을 안기거나(무능한 지배주주), (2) (i) M&A 거래를

통해 empire building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인수회사 내 사익추구

), (ii) 인수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에서의 시너지를 노리고(인수회사 밖 사

익추구)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나쁜 지배주주) 손해를 입는다.

먼저 (1) 지배주주/경영진의 평가 오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

권 거래에서는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의 지배주주/경영진이 각각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치열한 협상을 거쳐 M&A 거래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한 이익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함께 공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단독으로 M&A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주주총회의 검토를 받

는 것이 회사에 보다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어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법제가 정당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주주총회가 이

사회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크지 않다.  주주들은 이

사회보다 해당 M&A 관련 정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전문성의 측면

에서도 주주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비해 항상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M&A 거래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지

배주주나 이사회보다 더 질 높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분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다음으로 (2)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제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

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것은 위 (1)번의 경우에 비해 주주총회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i) empire building을 통한 지배주주/경영진

의 영향력 강화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인수 거래에 수반되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어떠한 사적이익 추구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  또한 M&A 거래 당시에는 대상회사 임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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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주 친족 등이 겸임하지 않다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지배주주

친족이 대상회사에 취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면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ii) 인수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에서 인수 거래로 인하여 지

배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는 M&A 거래에 대한 의사

결정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이것이 인수회

사 소액주주에 반드시 손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인수회사에

얻는 시너지는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회사가 인수 비용만 부담한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겠지만354 소액주주가 해당 M&A 거래가

인수회사 지배주주 전체 계열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주주

총회 결의 당시 소상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1) 지배주주의 판단 오류를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보

면 주주총회 승인이 전체기업가치 증대나 소액주주 보호에 반드시 도움

이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2) 아울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이 의미가 있지만, 이 역시 발생 가능

한 이익충돌 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소상한 정보를 갖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소액주주 부 침해를 발견해 낼 것을 기대하기는 쉽

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주주총회 승인이 과연 소액주주 보호에 도

움이 되는지, 불필요하게 M&A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관련 비용만을 발생

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b)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경영권 거래에서는 경쟁입찰 방식(auction process)에 의하여 거래

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우선협상자

를 선정하지 않고 아예 여러 인수희망자로부터 일정 기간 계속하여 새로

운 제안을 하게 하는 방법(이른바 progressive deal)에 의하여 거래가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회사 이사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이든 사적 협상이

든 매매대금을 극대화하고 향후 책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인수회사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  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매각절차에 착수한

이상 매각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354 제2장 제2절 II.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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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조건의 여러 인수희망자가 있다면 이 중에서 거래종결 확실성

(deal certainty)이 가장 높은 인수희망자를 선정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런데 인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입찰 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주식매매계약체결 후 거래 이행완료 전에 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거래 이행완료의

선행 조건(conditions precedent to the closing)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

다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인수희망인이 경쟁입찰 등에서 다른 인수

희망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취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제도가 없는 다른 국가의 인수희

망자와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 주주총회 승인 문

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밖에 없다.355  따라서 인수회사의 경영권 거

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양도회사

(a)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양도회사의 소액주주도 이와 비슷하게 (1) 지배주주/경영진이 매

각하는 대상회사나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오류를 범하거나(무능

한 지배주주), (2) M&A 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손해를 입

을 수 있다(나쁜 지배주주).  이러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수회사의 리

스크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양도회사 경영진의 경우 (1) 대상회사나 대상사업에 대

해 인수회사 경영진에 비해 잘 알고 있으므로 평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

                                        
355 프랑스 금융시장청도 비슷한 이유로 인수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Position - recommandation AMF, 

Les cessions et les acquisitions d’actifs significatifs – DOC n° 2015-05.  영국

상장규정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에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함으로 인하여 영국

상장회사들이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14: Review of the Listing Regime; 

Feedback on DP14 (January 2003); Kouloridas, Athanasios, 앞의 책(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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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적고, (2)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많아지고 축소하는 경우에는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리스크가 낮아진다. 356   양도회사의 지배주주로서는 매각 거래로

인하여 잃게 되는 사적이익까지 인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

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는 양도회사의 소액주주까지 덩달아 이익을

누리게 된다.357  또한 거래 대가가 현금인 경우에는 양도회사가 보유하는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사업을 인수회사가 지급하는 안정성 있는 현

금으로 교환하므로 소액주주의 리스크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양도회사의 경우 인수회사에 비해 소액주주 부 침해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 거래 이전보다 소액주주의 부가 오

히려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개입시킬 필요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b)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양도회사의 경우 매각 시점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상

적인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인수회사처럼 하나의 매물을 놓고 여러 인수희망인이 경쟁하는

상황도 일반적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

지는 않겠다.  거래의 확실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

고 하여 인수회사처럼 이로 인하여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

지는 않는다.

예외적으로 양도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속하게 자산

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가 재무 사정

으로 인하여 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야 말로 헐값 매각 등을 위해 소

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회생 절차 등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56 이른바 제국의 해체이다.  Jensen 교수의 agency cost of free cash flow 이론을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이는 알 수 있다.
357 제2장 제2절 IV. 1. 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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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1)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영권

거래와 달리,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 등

에 의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러한 점에서 보면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경영권 거래에서보다 훨씬 높다.

특히 정보가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

어 양도회사가 100주를 발행하였는데, 지배주주가 3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소액주주 70명이 1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선임한 양도회사의 이사회는 보유하는 사업의 전부를 지배주

주가 100% 지배하는 인수회사에 80원에 매각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사업의 시장가치는 사실 100원인데, 편의상 모든 주주들이 이를 알고 있

다고 가정하자.

(i) 만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위 거래를 할 수 있다면, 14원(20원

–20원×30%)만큼의 이익이 양도회사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이전

된다(tunneling).  양도회사 소액주주들은 1인당 0.2원(14원/70주)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ii) 그런데 만일 회사법이 개정되어 인수회사 주주총

회에서 전체 지분의 50%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위 거래를 추진할 수 있

다고 하자.  소액주주가 70% 지분을 보유하는 이상 주주총회가 이를 승

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배주주는 20%만큼의 지분을 소액주주로부터 매

입하여야만 위 거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가 20원을 지급하

여 20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위 지분을 매입하고, 이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위 거래를 하면(거래비용 무시) 10원(20원–20원×50%) 만큼의 부만

이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이전된다.  최초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하면 소액주주들은 1인당 약 0.14원(10원/70주)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다.  (iii) 결의 요건을 80%로 올리면, 지배주주는 50명의 소액주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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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를 50원에 매입하여야만 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4원

(20원–20원×80%)만 지배주주에게 이전되고, 이는 소액주주 1인당 약

0.05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경우에는 결의요건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소액주주의 이익이 덜 침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를 불

문하고 주주총회 승인이 소액주주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위 사

례에서의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소액주주가 매각 대상 자산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358

(2)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주주총회 승인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상 지

주회사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완료 기한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5~6주 정도 소요되

는 주주총회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일 주주들이 보기에 해당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결하게 하는 것이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본질이므로, 이

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소결

(1) 거래 유형별 필요성

                                        
358 경영권 거래의 경우 시너지 등을 고려하여 양도회사에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수회사 지배주주가 인수회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거나 인수회사 밖에서 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반면 내부조직재편 거래의 경우에는 지배권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시너지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내부조직재편 거래에서 대상 주식이나 사업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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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 대해 가장 폭넓게 주주총회 승인

이 필요하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 승인이 소

액주주 보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경영권 거래와 달리 상대

적으로 일정의 압박이 덜하고,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거래 진행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수회사나 양도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상대적

으로 적다.

경영권 거래 중에서는 인수회사에 대한 개입의 범위가 양도회사

에 대한 승인 범위보다 넓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양도회사 소액주주는

M&A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사적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된다.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오

히려 축소됨으로써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회사의 해산에 준하는 정도의 매각이 아닌 한 양도회사 소액주주가

의사결정에 개입할 이유는 크지 않다.  

반면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를

불문하고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금이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에는 보다 큰 리스크에 노출된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

진행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회사가 다른 나라

에 비해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율성 분석>

계열사간 조직

재편 거래

경영권 거래

인수회사

경영권 거래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효용) 높음 높음 낮음

주주총회의 기능(효용) 높음 중간 낮음

지연 및 거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비용)

낮음 높음 중간

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위 표와 같다.  색이 진할수록

주주총회 승인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용은 크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

하여야 하는 부담은 낮다.  정리하면 계열회사 간 조직재편 거래, 경영권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경영권 거래에서의 양도회사 순으로 주주총회 승인

제도가 자주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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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거래에서 인수회사 소액주주 부의 변화와

양도회사 소액주주 부의 변화가 다르지 않다.  이들에 대해 경제적 실질

에 맞는 균형 있는 제도 설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2) 정보공개 강화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

사결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집단행동으로 인한 각종 문제, 특히 주주들의 무관심, 전문성 부

족 등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를 줄

이는 데에 있다.

(a) 정보공개를 통한 집단행동 문제의 완화

주주총회 승인 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집단행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i) 지배주주에 비해 비용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ii) 이사회/경영진과 비교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iii) 주주총

회 소집으로 인하여 M&A 거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정보의 공개와 독립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  지배주주나 이사회가 M&A 거래를

검토함에 있어서 활용한 정보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들을 주주들

에게 공개하고, 지배주주나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 평가 기관

의 의견을 회사의 비용으로 함께 제공하게 하면 주주들의 정보 부족 문

제 내지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보강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 관련 지침에서는 합병 거래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를 중시

하고, 회원국들의 입법도 독립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같은 정보공개

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시장청 유권해

석/권고와 유사하게, 대상 사업, 주식이 인수회사나 인수회사에 차지하는

비중, 계약의 중요 내용, 지배주주의 예상 사적이익 등 이해관계 충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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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전략적 배경, 인수회사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하

고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외부 재무 및 법률 자문사에 의한 평가 결과

를 함께 공개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 정보공개의 다른 기능 – 신중한 의사결정 및 이사 책임 추

궁

정보공개는 비단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설득자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 하여금

M&A 거래와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

도 있다. 설사 지배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여 주주총회 승인이

실제 M&A 거래를 좌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서

는 M&A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기초가 되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됨을 고려하여, 그만큼 신중하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의사결정 당시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

로 판단을 하였는지가 명확해짐으로써, 이후 M&A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

들의 책임이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보

다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 승인과 정

보공개가 결합되면, 지배주주나 이사들의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소

액주주 부의 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입법론 – 개정안 제시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정안을 모색하기

로 한다.  제1장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M&A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세 가

지 문제점, 즉 (i)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불균형(주식양수도 과소보호, 합

병, 영업양수도 과잉보호), (ii) 독립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와 계열회사 간

거래의 몰구분, (iii) 제도의 비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검토

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게 할 것인

것 및 그 방법에 대해 살핀다.

가. 제도 설계 관련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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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과 영업에 대한 동등한 취급 – 자산양수도 개념 도입

제2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영업을 양수도하는 경우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나 양도회사나 인수회사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

다.  인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양수도의 경우 일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 하에 있으므로 인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M&A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이어서 어느 거래가 다른 거래보다 안전하다는 식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이는 양도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영업”을 “자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입법례들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업, 자산 양수도인지, 주식양수도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주식양도 거래를 주주

총회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자산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M&A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

래가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상장규정처럼 통상적

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량적 기준의 제시 및 비율의 조정

(a) 영업양수도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

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이나 법원이 명확한 기준

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준인 자산

총액, 매출액, 부채총액의 10%나 359 영업양수도 관련 기업결합신고 의무

                                        
359 자본시장법 제17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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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자산총액의 10%360를 일응의 기준으로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요사항보고서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고, 따라서 이

것을 주주총회 결의 요건에 사용할 경우 주주총회 대상 거래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결합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입법

례를 보더라도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에도 자산의 20%를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50%나 75% 같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제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회사법이 명확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

고, 그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b)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10%로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합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EU 회원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에서는 거래 규모라는 측면보다도, 

합병으로 인한 양도법인의 해산이나 인수회사에 의한 소멸법인 자산, 부

채의 포괄적 인수와 같은 측면이 강조되어 전통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된 측면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유독 합병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폭넓게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위임

관계의 종결이라든지 앞서 본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나 양도회사 주주 입

장에서 볼 때 회사의 소멸로 해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주주총회 승

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다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 이익을 얻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임 관계의 종결이나 회사의 소멸, 회사 사업

목적의 변경 등과 같은 전통적인 측면은 갈수록 덜 중요해지고 있다.  특

히 대규모 공개회사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느 사업을 수행하

는지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합병의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360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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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합성 문제 – 회피 방법의 최소화

앞서 제1장에서 본 것처럼, 자회사가 아무리 중요한 주식이나 사

업을 매각, 매입하더라도, 모회사 단계에서 주주총회가 요구되지는 않는

다.361  그렇다 보니 모회사가 하는 거래를 자회사로 하여금 하는 방법을

통해 상법에서 요구되는 주주총회 승인 규제 등을 어렵지 않게 회피할

수 있다.  제도를 잘 설계해도 비정합성으로 인하여 회피가 쉬워지면 아

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뿐

만 아니라 자회사의 행위까지 연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회사의 자산양수도 등 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연결 기준으

로 모회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개입

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MBCA가 취하는 입장과도 일

치한다.362  독일 Holzmüller 사건이나 Gelatine 사건에서 자회사 간 거래

가 문제된 것도, 이를 통해 모회사 주주총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회사 주주

총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되면 독일 연방재판소와 같이 법조문을 뛰어 넘

는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회사가 100% 자회사에 주식이나 영업을 출자하는 거

래에 대해서 주주총회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모회사가 100% 자회사에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해당 영업

을 자회사가 보유하면 그 의결권을 모회사의 이사회가 행사하고, 이에 대

해 모회사의 주주총회가 관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주주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어차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361 제1장 제3절 II. 3.
362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우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양도회사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배하는 자회사의 자산도 양도회사의 자산으로

본다.  DGCL §271 (c).  MBCA에서도 기본 취지는 같은데, 연결대상 자회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MBCA §12.0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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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가 크게 의미 있지 않다.  만일 이후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회사가 영업을 처분하면 위 규정에 따라 모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면 된다.  100% 자회사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 없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

사법이나 MBCA도 같은 입장이다.

나. 주주총회 승인 대상 거래

(1)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a) 거래 유형별 승인 조건

경영권 거래에서의 인수회사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평가오류는

물론 여러 기회주의적 행동에 노출된다.  현금 유출과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차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도 리스크가 된다.  역시 일응의 기준

으로서,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인수회사 직전연도

말 순자산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  

순자산의 절반 정도가 M&A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결과의 중요성 등을 고

려할 때 소액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63  인수회사의 신주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지급된 대가만을 기

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경영권거래에서는 계열회사 간 M&A 거래와 달리 거래

                                        
363 예를 들어 금호그룹 계열회사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거래를 살펴 보면, 

금호산업이 부담한 매매대금은 순자산의 165.75%, 금호타이어가 부담한

매매대금은 순자산의 51.7%에 해당한다.  이후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순자산의 137.48%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의 밥캣 인수 건에서도 순자산의 서너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투입되었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위 거래들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나 두산 그룹의 역사를 크게 바꾼

거래들인데, 이러한 거래들이 주주총회의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순자산의 절반 이상이 M&A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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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M&A 시장에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도를 강화할 경우, 실제 영향을 받는 거래가 얼마나 되

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과거 사례들을 검토하면, 위 요

건에 따라 중요한 주식인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더라

도, 실제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거래액 기준 10대 거래 중 인수회사가 부담한

거래금액이 인수회사 순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는 2건이었고, 2015년에

는 3건이었다.364

다음으로 양도회사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수회

사 주주에 비하여 보호 필요성이 적다.  다만 여러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

펴 보면, 회사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거나 해산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된다.  소액주주가 해당 거래

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 수준의 처분이 이

루어지면 소액주주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위임에 대한 예외로서

소액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10~20% 수준의 낮은 정량적 기준

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적어도 절반 이상의 정도가 되어야 주주의 경영진

에 대한 경영 위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전체 대상회사와 매각 대상 영업이

나 주식을 비교하여 그 (i) 자산액, (ii) 순자산액, (iii) 매출액, (iv) 영업이익, 

                                        
364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도가 실행될 경우 인수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대상회사/사업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인수회사 순자산

(직전연도말)

비율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2조3845억 3조4520억 69%

동부익스프레

스

동원산업 4162억원 7088억원 59%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4510억원 2012억 224%

동양시멘트 삼표/KDB PE 7943억원 3749억(삼표) 212%

팬오션 하림그룹/JKL 8500억 4007억(제일홀딩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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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중 어느 두 가지 항목 이상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365  위 기준 중 어

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자산액 자체는 적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수익성은 낮지만 자산액은 큰 사업이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상장규정이나 프랑스 금융시장청

입장 등을 참조하여 복합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66  아울

러 일시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부침 등으로 인하여 위 요건 충족 여

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주총회 승

인 기준도 인수회사에 준하여 보통결의로 하는 것이 M&A 거래라는 특성

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다.

특수관계인 간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응의 기준으로서, 인수회사에 요구되는 50% 

기준을 20%로, 양도회사에 요구되는 75% 기준을 20%로 낮추어, 이 기

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절

차의 공정성 및 대가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주주총회 승인은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의요건이 올라갈수록 지배주주의 소액

주주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00% 모자회사 간

의 거래와 같이,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는 거래는 제외됨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
주주총회

승인

경영권 거래

인수회사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보통결의

경영권 거래 자산액, 순자산액, 매출액, 영업이익, 시가총액 보통결의

                                        
365 참고로 MBCA의 기준이 75%이다.
366 양도회사의 경우 대상 사업이 저평가될수록, 즉 매매대금이 낮을수록

양도회사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04

양도회사 대비 거래대금 중 두 개 항목 이상이 75% 이상

인 경우

계열회사 간

M&A 거래

인수회사, 양도회사 각각 위 요건을 기준으로

20% 이상인 경우
특별결의

(b) 연결기준 판단

보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요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367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모회사가 자산(사업 및 주식)을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모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 순자산, 매출 등이 아니라 연결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주주

총회 승인이 필요한 인수 거래라고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요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자회사의 자산 매각이나 인수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한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본 예에서처럼, 현행 상법 상으로는 100% 자회사

를 통해 영업을 인수하거나 영업양수도 대신 주식양수도를 하는 방법 등

으로 손쉽게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제한을 피할 수 있

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자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앞서

본 정합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368

(c) 100% 자회사, 자매회사 거래에 대한 승인 예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

하는 모자회사 간 거래나 주주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자매회사 간 내부조

                                        
367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368 제3장 제2절 I. 4. 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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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편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왼

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

주주 부의 침해 가능성이 없다.

(d) 주식과 영업의 동등한 취급

주식양수도나 영업양수도나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

을 받게 하여야 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영업”

을 “자산”으로 개정하면 되고, 앞서 본 것처럼 M&A 거래가 아닌 통상적

인 영업거래로 인한 자산양수도는 배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 적용 범위 – 상장, 비상장

이상의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은 상장 여부를 불문하므로, 전체

회사에 대해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자금조달의 용이

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은 아무래도 상장회사의 경우에

더 크고, 앞서 살펴 본 정보공개도 아무래도 상장회사의 경우 수월하므로

일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2) 합병

(a) 합병의 특징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부금 합병은 영업양수도 거래, 주식양

수도 거래와 소액주주 보호 면에서 동일하다.  교부금합병은 양도회사(소

멸회사)가 현금을 받고 모든 자산을 인수회사에 양도한 후(1단계), 양도

회사가 해산하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분배(2단계)하는 거래와 경제적으

로 동일하다(아래 그림 참조).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면, 자산 전부

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주주총회 승인 등 통제 장

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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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회사의 주식이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합병에서는 주식이 대

가로 사용되므로 현금이 대가로 사용되는 교부금 합병의 경우보다 과다

지급이나 헐값매각으로 인한 인수회사나 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리스크는

낮다.  일반합병에서는 인수회사가 과다지급을 하더라도 인수회사 소액주

주들은 이로 인한 리스크를 기존 양도회사 소액주주와 공유하고, 양도회

사가 헐값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합병 후 인수회사 소액

주주들과 공유하게 된다.369  이러한 점만 고려하면 교부금합병보다 더 낮

은 수준의 절차적 통제만 이루어져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경제

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에는 경제적 권리와 함께 의결권이 수반되므로, 항상

교부금합병보다 통제의 필요성이 낮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특히 특수관

계자 간 거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느 회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일반합병을

사용할 수 있다.  계열사 간 M&A 거래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을 거래의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

주로의 부의 이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회사 지배권이라는 측면에서 보

면 지배주주가 현금이 대가인 경우보다 주식이 대가인 경우를 오히려 선

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X사는 최대주주인 A가

30%, 2대주주인 B가 25%,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X사는 최대주주인 A가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을 하지만 2대주주

                                        
369 제2장 제2절 II. 3. 참조.

지배주주 소액주주

현금

자산

인수
회사

주주

양도
회사

현금

[1 단계] 영업양도 [2 단계] 해산

지배주주 소액주주

현금

자산

인수
회사

주주

양도
회사

교부금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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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지분차이가 5%에 불과하여 B가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는 경영권을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는 지배권 강화를 위해

X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3자배정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당

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역시 자금 조달이 걸림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자신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

사 Y사를 X사와 합병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X사의 전체주식

가치가 100원(100주×1원), Y사의 주식가치가 20원(20주×1원)이고, 이러한

주식가치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고 하면(즉 X사 1주:Y사 1주=1:1), 

합병 후 A의 지분은 30%에서 42%(50주/120주)로 크게 오르고, B의 지분

은 25%에서 21%(25주/120주)로 하락한다.  5%에 불과하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분비율 격차가 21%로 크게 벌어지게 된다.

만일 A가 신주인수를 통해 이러한 지분비율 격차를 만들기 위해

서는 20원을 투입하여 신주를 인수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

에서 이러한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은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 소액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16원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합병의 경우 A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경우 현금이 대가

로 활용되는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교부금합병보다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래 유형별로 기준을 제시해 본다.

(b) 거래 유형별 승인 조건 – 소규모합병 제도의 정비

합병에서도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성이 가

장 크다.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신주발행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i) 합병 거래 이

후 양도회사와 인수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기 때문에 일단 합병이 이뤄

지고 나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을 통해 소멸회사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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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손해를 보전 받기 쉽지 않다는 점,370 (ii) 일반합병에서는 단순히 경

제적 이해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

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iii) 합병에서는 양도회사(소멸회사)가 해산하는

결과가 되는데, 회사의 해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거래보다 넓게 주주총회 승인

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간 합병

의 경우, 현행 상법대로 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이 기존 발행주식의 1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

다.

교부금합병은 영업양수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계열회사

간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순자산의 20% 이상인 경우에 주

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즉 소규모합병의 특례를 현행 5%에서 20%

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경영권 변동이 수반되는 합병, 즉 특수관계가 없는 당

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병을 살펴보자.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합병은 주주총회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합병부터 살펴 보자.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존속회사

인지 소멸회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경영권이 변동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우회상장에서처럼, 소멸회사의 지배주주가 합병 후

회사의 지배권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회사를 소

멸회사로 할지는 보유 인허가, 상장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

정되지, 지배권의 변동이 있는지, 즉 지배주주가 변동되는지와는 크게 관

계가 없다.  따라서 합병과 관련한 규율 역시 어느 회사가 존속법인이 되

는지, 소멸법인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소액주주에

대해 지배권 변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먼저 합병 거래 전후로 지배권의 변동이 없는, 즉 지배주주가 동

일하게 유지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를 보자.  이들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합병 거래는 회사가 제3자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

                                        
370 소멸회사는 합병 후 존속회사에 흡수되므로, 소멸회사의 이사가 소멸회사에

대해 책임 부담의 결과 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존속회사에

귀속되고, 따라서 배상이익은 소멸회사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회사 기존

주주들과 공유하게 된다.  “좌담회-삼성물산 합병의 회사법적 쟁점”, BFL 

제74호(2015. 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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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름이 없다.  지배주주의 변경도 없고, 보유 지분이 희석화될 뿐이다.  

신주발행 조건의 공정성, 즉 합병비율의 공정성만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합병 거래는 다음과 같이 재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인수회사가 양도회사가 보유하는 사업을 이전 받

는 대가로 양도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고(1단계), 양도회사가 해산하면서

보유하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2단계)하

면, 결과적으로 합병거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양도회사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인수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인수

회사가 100% 자회사가 된 양도회사를 합병해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X

인수

회사
주식

지배

주주

소액

주주

Y 사업
Y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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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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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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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

Y

양도회사

지배

주주

소액

주주

[1 단계] 사업 현물출자 [2 단계] 양도회사 해산 및
잔여재산분배(현물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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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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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합병 전후 지배주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인수회사 입장

에서 합병 거래는 근본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  따

라서 과도하게 주주총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반면 양도회사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경영권이 양도회

사 지배주주에서 인수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이전된다.  합병 이후 양도회

사 소액주주의 부는 인수회사 지배주주의 경영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위

임관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존속회사이고 합병 전후로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규모가 기존 발행주

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제안

한다.  소규모합병의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넓히는 것이다. 371 372  

존속법인이더라도 합병 전후로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우373에는 소

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이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의 예외로 한다.  

교부금합병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에 준하여 교부금이 순자산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즉 소규모합병의 특례를 현

행 5%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이 수반되므로, 합병으로 인한

효과를 불문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간

이합병과 같이 90% 이상의 지분을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소멸회사

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상의 내용은 입법론적으로는 결국 존속회사에 적용되는 소규

모합병의 범위를 얼마나 넓힐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

                                        
37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MBCA는 20%가 whale-minnow merger의

기준이다.
372 신주발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주총회 승인 없이 30% 이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정관에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제3자배정 한도를 20% 내외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표준정관(2013. 12. 27. 개정) 

제10조 주석 부분.
373 지배주주가 새로운 지배주주로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이

이사회에서 새로운 지배주주로 이전되는 경우(즉 분산된 주식구조에서 집중된

주식구조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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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주주총회 대상 거래 승인요건

존

속

회

사

경영권거래

일반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

단 합병 전후로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

우에는 주식 비율 불문하고 주주총회 승인 필

요

보통결의

경영권거래

교부금합병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

주총회 승인

보통결의

계열회사 간

일반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

특별결의

계열회사 간

교부금합병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

주총회 승인

특별결의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필요.  단 간이합병 예외 인정 특별결의

(c) 간이합병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MBCA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

분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나아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EU 회원국가들의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소멸

회사 주주총회 생략만 가능한 우리나라의 간이합병 제도와는 이러한 점

에서 사뭇 다르다.

다만 소규모합병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미국이나 EU에서와 같은

간이합병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만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소멸회사의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교부한다면 그 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지분(이른바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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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다면,374375 그 발행 규모에 따라 소규모합병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d) 연결기준 판단

교부금합병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주주총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자회사가 다른 회

사를 교부금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교부금의 규모가 모회사

순자산 기준 일정비율을 넘으면 모회사의 주주총회도 요구하는 것이 타

당하다.

(e) 적용 범위 – 상장, 비상장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위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상장회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다. 정보 공개의 강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주총회 승인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합병이

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합병의 경우)나 주

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수회사

                                        
374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이 다시 존속회사에 귀속되므로 상정하기

어렵다.
375 합병을 통해 비용 지출 없이 자사주를 확보하여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신주발행 절차 없이 손쉽게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세무상

유보금 활용을 위해 자사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다.  세무상 유보금

활용을 위해 포합주식에 신주를 발행한 사례로는 보해양조의 보해 B&H 및

보해통상 합병(2014. 10.), CJ E&M의 케이엠티브이 합병(2013. 12.), 삼양사의

삼양이엠에스 합병(2013. 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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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게 하면 된다.376

그렇다면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까?  M&A 거래로 인하여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 소액주주가 입을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들

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이러한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증

권신고서에 준하는 책임을 인정하여,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회사 및 거래별로 제안한다.

(1) 인수회사

경영권 거래에서 인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i)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오류 및 이로 인한 과다지급(overpayment), (ii) 지배주주의 각

종 기회주의적 행동, (iii) 거래대금 조달로 인한 재무 리스크로 크게 나눌

수 있다.377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정

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항목 구체적 내용

대상사업에 대

한 평가 및 인

수가격 관련 정

보

- 대상 주식 또는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의 가치 평가

및 의견 공개.  예상 시너지 효과 적시

- 위 가치 평가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지급한 매매대

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제시

- 산업, 재무, 법률, 세무 등 실사의 실행 여부(실사 기관, 기

간, 범위 기타 내용 공개) 및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항의 공개(회사의 기밀 유지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378

                                        
376 현행법 상으로는 합병의 경우 주권의 상장 여부 및 소멸회사(양도회사) 주주

수에 따라 존속회사(인수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를 영업양수도 및 주식양수도에까지 넓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377 제2장 제2절 V 1. 참조.
378 예를 들어 실사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법령이나 계약 관련 잠재적 위반

내용이 발견되고, 이것이 공개가 되는 경우 대상회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제3자가 이를 문제 삼을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공개된 수준의 우발채무

내용을 적시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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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사 발견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 진행

여부 및 인수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

- 인수계약의 주된 내용 및 리스크 발생 시 전보 방법(양도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범위, 면책 보험

(warranties and indemnification insurance) 가입 여부 및 해

당 내용) 공개

재무부담 관련

정보

- 인수 자금 출처의 상세한 기재.  사내 유보금, 증자를 통

한 자금 조달,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등 각 유형별로 중

요 내용 기재 및 이러한 인수 자금을 선택한 근거에 대한

기술

- 타인자본(차입)의 경우 향후 인수회사 및 대상회사로부터

의 예상 현금흐름(cash flow) 및 이에 따른 상세한 상환계

획에 대한 기술.  특히 차입으로 인한 신용등급 변동 가능

성, 제공한 담보 내역 등 공개

- 신주 발행의 경우 발행가격 산정 방법 및 해당 투자자 선

택 배경 및 이유 등 공개

- 공동 투자자와의 관련 약정 공개.  특히 콜옵션 및 풋옵션

의 존부, 수익보장 약정, drag-along, tag-along 등 각종 주식

매각 관련 약정의 존부 및 내용

이해상충 관련

정보

- 인수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이 인수 거래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되는 경우 해당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술.  특히 다른 특

수관계인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경우, 왜 인수회사가 주된

인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

- 인수회사가 인수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공동 인수인 관련 정보 및 각각의 부담 내역

- 인수회사가 연대책임,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공동 인수

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

-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상회사나 대상사업부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그 명단

(2) 양도회사

양도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i)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오류, 

부적절한 매각 시기 선택, 매각절차 선택 및 매수희망인 선택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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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M&A 계약조건의 협상 미흡 등과 이로 인한 헐값 매각, (ii) 지배주주

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379  마찬가지로 주주들

이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에 대

한 공개가 필요하다.

항목 구체적 내용

매각절차 관련 - 어떠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매수인을 선정하였는지. 380   사적매각 방식을 택하였는지, 

아니면 경쟁입찰(auction) 절차를 취하였는지 등

- 중요한 매각 조건 및 향후 손해배상 부담 가능성

- 위 가치 평가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지급한 매매대

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제시

이해상충 관련 - 수령하는 매매대금의 향후 활용 방안

-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등

(3) 계열회사 간 M&A 거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명시적으로 대립되는 계열회

사 간 M&A 거래의 경우 정보공개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소액주주의 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독립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주식이나 사

업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는 등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에 더하여 다음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항목 구체적 내용

절차의 공정성 -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 없는 위원회 등에 의한 검토가 이

                                        
379 제2장 제2절 V 1. 참조.
380 매수인 선정 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할 경우, 

경쟁입찰 절차에서 탈락한 매수희망자의 경우 매각 진행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되는 등 거래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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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는지 여부

- 외부 전문가 선정 방법 및 기준

대가의 공정성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가치평가 및 거래대금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

- 거래대금 산정 근거 및 계산 방법 등 수령하는 매매대금

의 향후 활용 방안

-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등

이해상충 - 해당 계열회사 간 M&A 거래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하여 지

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내용

II.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의 근거

주주들은 회사가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투자금

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임의로 투자금을 환급하

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381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합

병, 중요한 영업의 매각과 같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역사적으로는, 본래 합병과 같이 중요한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과반수 등 완화된 요건에 의하

여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였다고 한다.382 주식매수청구권은 처음에는 해산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회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383  다만 과반수 등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반

                                        
38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382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443.
383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61.  Easterbrook과

Fischel은 창조적인 거래 수단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의 범위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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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현대에서는 기존의 설명보다는 소액주주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위임관계의 변경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경

영능력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합병의 결과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소

액주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배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합병이 이루어지면 두 회사의 권리의무가 하나의 법인격에 귀

속되는데, 합병비율이 다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후적으로 무효화

하고 합병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법례는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

병을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데 이 경우 합병비율의 비교적 사소한 불공

정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

권 행사를 통해 투자금을 반환 받고 그 행사대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법원에서 행사가격을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간편하

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

고, 제도의 특성상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호를 받기보다는 행사가격과 시가 간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arbitrage)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든지, 미국에서처럼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같은 비판적 견해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주주총회 승인 제도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먼저

주요 입법례들을 검토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2. 각국의 입법례 및 비교

가. 각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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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종류의 거래

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어느 반대주주에게 부여할 것인가,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어느 시점에 주주

로 등록된 자에게 부여할지, 등록주주와 실질주주 중 어느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지, 반대 의사표시를 어떤 시점에 어느 방식으로 하게할지, 실제

주주총회에서 반대해야 하는지, 가격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절

차를 통해 다투게 할지와 같은 여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상세한 규정

을 두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전체 기업가치의 증대 및 지배주주

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i) 주식매수청구

권 부여 대상 거래, (ii) 유동성 예외(market out exception) 인정 여부, (iii) 

합병 무효의 소 등 다른 절차와의 관계, (iv)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례들을 살펴 본다.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우, 합병(소멸합병, 신설합병)에서만 주식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자산의 사실상 전부 양도의 경우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합병 형태를 불문하

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384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을 90% 이

상 보유하는 간이합병(short-form merger)의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멸회사 반대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된다.  존속회사 반대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일반 합병에

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발행하는 신주가 20% 미만인 소규모합

병(whale-minnow merger)이나 간이합병(short-form merger)의 경우에는 주

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84 DGCL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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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A도 위 입장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i)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385

(ii) 합병뿐만 아니라 영업양도나 주식양도에서 양도회사 주주총회 승인

이 필요한 경우 양도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b) Market out exception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MBCA에서 특기할 점은, 상장 등의 이유로

주식에 유동성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유동성 예외(market out)라고 한다.  반대주주 보유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부담이 되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주의 경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이 (i) 전국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ii) 2,000

명 이상의 등록 주주가 있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86   다만 소멸회사 반대주주의 경우, 해당 반대주주가 수령하는 대가가

존속회사의 주식,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2,000명 이상의 등록주주가 있

는 주식, 단주 발행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현금 이외의 것인 경우, 주식매

수청구권이 부활한다.387  그 결과 교부금합병 소멸회사 반대주주도 주식

                                        
385 MBCA §13.02(a)(1).  “…appraisal rights shall not be available to any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with respect to shares of any class or series that remain outstanding after 
consummation of the merger.”.
386 DGCL §262(a).
387 DGCL §262(b).  간단한 예를 들자면 소멸회사의 주주가 상장주식인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대가로서 존속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존속회사 모회사인 비상장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다루는 근거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제로는 존속회사

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나 주주에게 대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Krieger v. Wesco Financial Corp., 30 A. 3d 54 (Del. Ch. Oct. 13, 

2011,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 주식과 현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안); 
Louisiana Municipal Police Employee Retirement System v. Crawford, (Del. Ch., Feb. 23, 

2007, 특별배당의 형태로 현금과 존속회사 주식을 비례적으로 지급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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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market out>

대가

소멸회사

존속회사

주식

유동성 있는

주식

유동성 없는

주식
현금

유동성 없는 주식 주매청 ○ ○ ○ ○

유동성 있는 주식 × × ○ ○

MBCA는 해당 주식에 유동성이 있고(liquid) 가격이 신뢰성이 있

는 경우(reliable) 유동성 예외를 인정한다.  유동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정된다:  (i) 소멸회사 반

대주주의 주식이 상장되었거나 2,000명 이상의 등록 주주가 있고 유동물

량(내부자 이외의 주주 보유량)이 2,000만 달러 이상일 것, 및 (ii) 반대주

주가 대가로 받는 주식도 위와 같이 유동성이 있거나 대가로 현금을 받

을 것.388   결과적으로 소멸회사 반대주주는 어느 경우든 현금을 받거나, 

유동성 있는 주식을 대가로 받거나, 아니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89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M&A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와 같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래(conflict transaction)의 경우에

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활시킨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유동성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지배주주(의결권 2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의 25% 이상 지명할 권한을 갖는 경우를 의미함)나 그 계열회사가 해당

거래를 통해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이사나 임원

이 다른 주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390

<MBCA의 market out>

                                                                                                        
주주들에게 대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388 MBCA §13.02(b)(1); (b)(3).
389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3-21.
390 MBCA §13.0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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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소멸회사
유동성 있는 주식 유동성 없는 주식 현금

유동성 없는 주식 주매청 ○ ○ ○

유동성 있는 주식 × ○ ×

(c)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MBCA에 의하면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거

래가 완결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391  주식매수청구권은 거래 결과

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해 주주 별로 이견이 있음을 전제로 인정

된다.  따라서 M&A 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

해 보호 받는다면, 거래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서 거래에 찬성하는 다른

주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392  단 절

차 상에 법령, 정관 등 위반이 있는 경우와, 사기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

등(misrepresent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393

델라웨어주의 경우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Weinberger 

v. UOP 판결에서 법원은 사기, 자기거래 관련 공정 절차 의무의 위반, 절

차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아니

고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94  반대로 말하면, 이러

한 위반이 없는 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d) 행사가격 산정 방법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합병의 완료나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증가하는 가치 증가 요소 및 이자를 제외하고(exclusive of any element of 

value arising from the accomplishment or expectation of the merger or 

consolidation, together with interest, if any)”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391 MBCA §13.02(d).
392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with Commentary) (2013), 
13-24.
393 MBCA §13.02(d)(1)(2).
394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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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395  유명한 Weinberger 판결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합병 거

래로 인하여 기대되는 요소나 제시된 시너지를 모두 제외하여야 함을 명

확히 하였고 델라웨어주 법원의 여러 판결들도 같은 입장이다.396397

행사가격 산정 시 합병 거래에 사용된 합병대가(합병비율)에 의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합병대가에

따르는 것은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라는 법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398  상

장회사 합병비율 산정 방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 방식이 거

의 유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다만 합병대가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합병대가가 경매 절차에 따라 독립당사

자간 협상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면, 이를 가장 공정한 가치로 볼 수 있다

는 판결도 있다.399

MBCA도 공정가격(fair value)을 해당 행위 직전을 기준으로 유사

한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하여야 한

다고 하고, 주식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할인이나 소액지분으로 인한 할

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400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델라웨어주 법원은 미래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을 주로 사용하

고, 과거수익, 시장가격, 자산가치를 적당한 비중에 따라 가중산술평균하

는 전통적인 방식(이른바 block method)을 배척한다.401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주권비상장법

인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하는

것과 대비된다.402

                                        
395 DGCL §262(h).
396 Weinberger v. UOP, 457 A.2d 701, 713 (Del. 1983); Huff Fund Investment Partnership v. 

CKx, C.A. No. 6844-VCG (Del. Ch. Nov. 1, 2013) 등.
397 Easterbrook과 Fischel도 같은 입장이다.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39, p. 154.
398 Golden Telecom, Inc., 11 A.3d at 217 (Del. 2010).
399 In re Appraisal of Ancestry.com, Inc., 2015 WL 399726, at 15-16 (Del. Ch. Jan. 30, 2015.
400 MBCA §13.01(4).
401 Weinberger v. UOP, 457 A.2d 701, 713 (Del. 1983).
40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2호(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평가방법),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주권비상장법인 합병비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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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EU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영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들을 보더라도 독일만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폭넓

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회사를 통한 투자금 환급보다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에 대한 매각청구권이라든지 지배주주에 대한 소액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 중심으

로 발전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3) 영국

영국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403

유일한 예외는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6) 제110조에 따

른 회사 청산 절차에 있어 인정된다.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산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하여 그 대가로 인수회사 주식을 받아 청

산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다른 도산법 상 절차와

달리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수회사 주식의 수령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도산법은 위 주주총

회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들에게 결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해당 매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반대주주

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였다.404

                                        
403 다만 일정한 경우 법원은 합병 계약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Section 900(2)(e) Companies Act),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반대주주들에게 공정한 대가의 지급을 명할 수는 있다.  Cahn, Andreas and Donald, 

David C., 앞의 책(주 310) p. 663.  일반적인 의미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본문에

기재된 Insolvency Act 1986 s.111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앞의 책(주 44) p. 635.
404 Insolvency Act 1986 Section 1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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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독일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i) 양도회사(소멸회사)가 다른 법적 형태의 존

속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ii)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iii) 

같은 법적 형태의 회사간의 합병인 경우에도 합병 이후 주식 양도와 관

련하여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인수회사(존속회사)는 양도회사(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들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대가(Barabfindung)로 제안하여야 한다. 405   반대주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회사로부터 주식을 환급 받게 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일하게 된다.  

인수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주주가 이러한 대가가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하거나 존속회

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안하지 않은 경우

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다.406  반대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면 해당 판결은 대세효를 갖기 때문에 해당 주주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는 모든 주주들도 동일하게 변경된 대가를 받게 된다.407

(b) Market out exception, exclusivity, 행사가격

위 권한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합병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소송과, 합병비율

등 대가를 다툴 수 있는 소송이 분리되어 있다.408  다만 합병비율 등 대

가를 다투는 소송은 양도회사(소멸회사)의 주주만 제기할 수 있다.409  양

                                        
405 § 29(1) Unwandlungsgesetz.  합병 신주를 대신하는 대가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대상(代償)청구권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 상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
406 § 34 Unwandlungsgesetz.
407 § 34 Unwandlungsgesetz; § 13 Spruchverfahrensgesetz.
408 § 14, 15 Unwandlungsgesetz.
409 이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반대주주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비판과 독일변호사협회의 조직재편법 개정 제안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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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도회사 소액주주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주주들에

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면 되지 합병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필요는 없

다는 고려이다.

합병비율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면 인수회사(존속회사)

는 주주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실제 지급된 대가 간의 차이만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판결은 대세효를 갖기 때문에 회사는 소

송을 제기하지 않은 양도회사 주주들에게도 추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410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도 합병대가를 다툰다는 점에서 합병

비율을 다투는 소송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법 상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합병 효력 자

체를 여전히 다툴 수 있다.

행사가격은 주주총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 주가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조문

상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에 대해 판례는 시너지 효과는 배제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411

(5) 프랑스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프랑스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처럼 회사가 반대주주에게 출자금

을 환급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장

회사가 일정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 금융시장청은 지배주주로 하여

금 소액주주 지분 전부를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공개매수를 하게 할 수

                                                                                                        
않았다.  Deutschen Anwaltvereins (DAV), “Stellungnahme des Deutschen Anwaltvereins 
durch den Handelsrechtsausschuss zum Regierungsentwurf eines Zwei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Umwandlungsgesetzes”, Stellungnahme Nr. 47/06, August, 2006.
410 § 15 Unwandlungsgesetz; § 13 Spruchverfahrensgesetz.
411 BGH, 04.03.1998, - II ZB 5/97; BGH, 9. 7. 2010 - II ZB 18/09 (Stollwerck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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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활용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식이다.412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시장청 일반규정(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GAMF)에 의하면, 상장회사가 중요한 정

관 변경(회사 형태 변경, 주식 양도 조건의 변경, 회사 존속기간 축소, 주

식 권리의 변경 등), 지배회사와의 합병이나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즉 계열사 간 합병),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

의 매각 또는 출자, 장기간의 배당 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는 금융시장청(AMF)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금융시장

청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금융시장청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시장청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모든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offre 

publique de retraite).413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보면, 금융시장청은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법적인 성격에의 영향, 주식의 유동성, 기존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환급매수

여부를 결정한다.414  소액주주가 대가로 수령하는 주식의 유동성, 상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주식에 부착된 권리, 정관의 내용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415   금융시장청(AMF)은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회사

행위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주들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공개환

급매수 의무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b) Market out exception, exclusivity, 행사가격

                                        
412 이러한 제도는 구 프랑스 거래소 운영위원회(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내 실무그룹(위원장: Jean-François Lepetit)이 작성한 보고서(Rapport 

Lepetit)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Bulletin 
Mensuel d’Information, n° 305 Août-Septembre 1996.
413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GAMF) article 236-6;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가 주식조합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무조건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RGAMF article 236-5.  영어로는 buyout offer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414 Alain Viandier, “OPA, OPE et autres offres publiques”, 5e edition, Editions Francis 

Lefebvre (2014), p. 464, 465.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특성을 정리하였다.
415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Rapport Annuel 2015,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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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유동성 예외는 애당초 적용 여

지가 없다.  지배주주에 의한 매입청구이므로, 무효의 소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다.

(6) 일본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사업양수도 및 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416 간이

합병(우리나라의 소규모합병과 유사)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반대주주에게

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417  이 경우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

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이다.418   약식합병(우리나라의 간이합병과 유

사)에서의 특별지배회사(다른 회사의 지분 90%를 보유하는 회사)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419 특별지배회사가 결정하는대로 합병 등

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당연한 입법이다.420

(b) Market out exception,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유동성 예외(market our excep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무효

는 절차적 하자 등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합병조건의 불공정을 이유로 무

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합병조건의 불공정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합병조건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법령 위반

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합병 무효로 다툴 수 없다.421   미국 MBCA나

                                        
416 회사법 제469조(사업양수도), 제785조(흡수합병 소멸회사), 제797조(흡수합병

존속회사), 제806조(신설합병).
417 회사법 제797조 제1항 단서.
418 江頭憲治郞, 앞의 책(주 335) p. 882.
419 회사법 제785조 제2항 제2호 괄호 부분, 제797조 제2항 제2호 괄호 부분.
420 江頭憲治郞, 앞의 책(주 335) p. 882.
421 江頭憲治郞, 앞의 책(주 335) p. 856, p. 884.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방론이지만 이를 인정한

바 있다. 正井章筰, 「著しく不公正な合併等における株主の救済方法」, 浜田道代, 

岩原紳作(編者), 新・法律学の争点 シリーズ「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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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다.

(c) 행사가격 산정 방법

2005년 회사법 제정 전에는 합병 등 승인결의가 없는 것을 전제

로 행사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422 회사법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

하고 행사가격이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423 그 결과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합병 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을 반영하

여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법문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유력하다.424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M&A의 결과 (1) 음(–)의 시너지가 발

생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M&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대주주가 누렸을 부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와 함께 (2) 

양(+)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M&A에 따른 시너지를 재분배하는 기

능도 있다고 본다.425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이외에는 합병조건의 공정성

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426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는데, 먼저 조직재

편의 결과 기업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공정한 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직재편을 승인하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라쿠텐 사건, 인텔리젼스 사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도 합병유지청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422 구 상법 제408조의3 제1항.
423 회사법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424 江頭憲治郞, 앞의 책(주 335) p. 872; 神田秀樹, 会社法(第9版), 弘文堂 (2007),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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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巻）(

編者: 黒沼悦郎, 藤田友敬), 商事法務 (2007); 弥永真生, 「上場株式の買取価格」, 

江頭憲治郎, 岩原紳作, 神作裕之, 藤田友敬(編), 会社法判例百選(第2版), 有斐閣
(2011) p.180, 181.
425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 424); 柳 明昌, 「組織再編に係る株式買取請求権にお

ける「公正な価格」」, 新・法律学の争点 シリーズ「会社法の争点」(編者:浜田道

代,岩原紳作)(2009) p. 204.
426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 424)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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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427 조직재편 결과 시너지 기타 기업가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일 주식이전 비율 등 거래조건이 공정하였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너지 등 기업가치 상승분을 행사가격

에 반영하고 있다(코에테크모 사건).428429

결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조직재편으로 인한 양의

시너지가 반영되었을 경우의 주식가격과, 조직재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을 경우의 주식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430

(7) 우리나라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합병,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

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각종 소규모 거래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

는데, 합병, 분할합병과 주식교환 모두 해당 거래로 존속회사나 완전모회

사가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단 교부금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31432   교부금합병과 같이 대가가 현금인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

                                        
427 最三小決平成23年4月19日（民集65巻3号1311頁, 이른바 라쿠텐 대 TBS 사건）; 

最三小決平成23年4月26日（判時2120号126頁, 이른바 인텔리젼스 사건）.  전자는

합병, 후자는 주식교환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428 最二小決平成21年2月29日（民集66巻3号1784頁, 이른바 코에테크모 사건）.  

포괄적 주식이전 사안이다.  참고로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주식 이전의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조직재편이 승인되는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이전

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42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관련한 일본 핵심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大井悠紀, 石川智也, 「株式対価型組織再編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権」, 

ジュリスト増刊実務に効くM&A・組織再編判例精選 (編者: 神田秀樹、武井一浩) 

(2013); 柳 明昌, 앞의 논문(주 425); 弥永真生, 앞의 논문(주 424) 참조.
430 弥永真生, 앞의 논문(주 424) p. 181.
431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제5항(소규모 합병), 상법 제530조의11(소규모

분할합병),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제7항(소규모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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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b) Market out exception,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등을 이유로 합병무효확

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c) 행사가격 산정 방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법인과 주주가 협의

를 통해 매수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

게 되어있다.433  그렇지만 주권상장법인이 수많은 주주와 매수가격을 협

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무도 합병이사회 결의 직후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434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격

을 산정하여 처음부터 이를 제시하는 것이 실무이다.435  이 과정에서 감

독기관이 위 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주

권상장법인이 위 가격과 다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제안하는 것은 사실

상 가능하지 않다.

                                                                                                        
432 영업양수도의 경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소규모 영업양수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3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43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6. 6.) 제12-6-1조에 의하면 합병 증권신고서에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그 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와

주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는 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35 이러한 점에서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에 매수가격을 협의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제1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회사가 제3항 제2문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고, 

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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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각각 과거 2

개월 간, 1개월간, 1주일간 매일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

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규정하

고 있다. 436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1) 합병 등

M&A 거래로 인한 주식가치 변동이 주식매수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

다는 것과 (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평가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437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MBCA처럼

합병 등 M&A 거래로 인한 시너지 등 영향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

조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때 반드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특정일이든 특정기간이든 구체

적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주가를 산정하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가산정 방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

이거나 시장 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이와 함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438  다만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원칙적으

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439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산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들을 보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

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

                                        
436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437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56, 966 

결정(대우전자 주식매수가격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 결정 항고심).
438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439 대법원 2011. 10. 13.자 2009마989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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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

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

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40  아울러 “시장가치, 순자산가

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

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

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441

위 내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판례의 전반적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시너지는 반영하지 않는다.442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거래소 주가를 존중하되,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나 가격조작 등을 이유로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다른 방법 사용 가능하다.  (3) 비상장법인은 정상적 거래 실례

있으면 해당가격, 없으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 활용

해야 한다.  (4) 주식매수가격 결정은 대세효가 없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만 다른 주식매수가격을 받게 되고, 같은 반대주주여도 서로

다른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평등의 원

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5)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

병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있어도 합병비율만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아니하다.

나. 각국의 입법례

이상 살펴 본 주요 국가의 입법례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40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56, 966 

결정(대우전자 주식매수가격 결정).
441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은평방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442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은평방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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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과 각국 입법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Market 

out

Exclu

sivity
양도

(소멸)

인수

(존속)

양도 인수 양도 인수

델라

웨어

○ ○

간이×

소규모×

× × × × ○ ○

MBCA ○ × ○ × ○ × ○ ○

영국 × × × × × × - -

독일* △ × × × × × × ×

프랑스

**

△

(계열사)

△

(계열사)

△ × △ × × ×

일본 ○ ○

소규모×

○ ○ ○ × × ○

한국 ○ ○

소규모×

○ ○ × × × ×

* 독일은 다른 종류 회사와의 합병, 비상장사의 상장사 흡수합병, 합병 이후 추

가적인 주식 양도 제한 시 인정.  합병 무효 없이 합병비율만 다투는 것도 가능

함

** 프랑스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고, 금융시장청이 지배주주에게 명령하는 경우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의무 발생

주요 입법례들의 중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합병 등 중요한 거래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환급청구권을 원

칙적으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델라웨어, MBCA, 일본, 한국으로 한정된다.  

EU 회사법 지침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독일과 프랑스

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특히 프랑스의 경우 상장회사의 예외

적인 거래에 한하여 금융시장감독청(AMF)이 지배주주에게 희망하는 소액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경우에만 소액주주에게 환급청구권

이 인정된다.  대상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

라, 지배주주로부터 환급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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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과 다르다.  (3) 이처럼 EU 회원국의 경우 주로 지배주주

와 소액주주 간의 거래에 의하여 주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의무공개매

수 제도가 좋은 예이다.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와

대상주주 간의 거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그 예이다.

(4)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들은 대부분 합병 거래에

서 양도회사(소멸회사) 및 인수회사(존속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

구권을 인정한다(델라웨어, 일본, 한국).  반면 MBCA는 양도회사(소멸회

사)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5) 같은 합병이더라도 델라웨어, 

일본, 한국은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델라웨어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영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주식매수청

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오히례 소수이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양도회

사에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인수회사 소액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영업양수 거래를 하는 경우 정

도이다.

(7)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 승인 대상 거래와 주식매수청구권 대

상 거래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거래

의 진행에 있어 주주총회 승인 필요해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자산의 실질적 전부 처분의 경우 델라

웨어주 회사법 상 주주총회 승인 필요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간이합병 소멸회사는 주

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지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  

(8) 대부분의 입법례는 시너지 효과 등 M&A 거래로 인한 영향을

주식매수가격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합병 전 주식가치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합병비율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시너지 효과 등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9) 아울러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한 합병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입법례(미국, 일본)가 존재하는 반면(exclusivity), 여전히 합

병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들도 존재한다.  (10) 상장 주식

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market our exception)도 주

요 입법례 중에서는 미국 정도만 있다.  (11) 독일의 경우에는 합병비율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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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지 않은 주주들에게까지 효력이 모두 미친다(대세효).

3. 주식매수청구권의 소액주주 보호 기능

가. 제도의 효율성 분석

주주총회 승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효용과 비용이 존재한다.

- 어느 경우에 소액주주 부의 침해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지(효용 –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

- 어떠한 유형의 거래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지배주주의 기

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효용 측면)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이 M&A 거래를 진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비용 측면)

앞서 본 주주총회 승인 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도로 인한 비용 부분이다.  주주총회 승인이 거래종결까지 시간

의 지연을 가져오고 거래의 종결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반면, 주식매수

청구권 제도는 회사에 실제 자금 지출을 가져온다.  M&A 거래를 추진하

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아래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자료를 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최근 5개년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금을 지출한 회사는 총 149개사인데, 이들 회사는 회사당 약 134억원

을 지급하여 총 약 2조원, 매년 평균 약 4,000억원이 지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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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간 주권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443

(단위: 억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회사수 매수대금 회사수 매수대금 회사수 매수대금

2012년 12 1953 21 560 33 2513

2013년 14 6303 11 309 25 6612

2014년 16 856 13 434 29 1290

2015년 22 1958 14 2336 36 4294

2016년 13 4985 13 259 26 5244

합계 77 16055 72 3898 149 19953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출

하여야 하는 대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회사가 합병 계약 등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있고, 실제 주식매수청

구권 과다 행사로 인하여 거래가 무산된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별 영

향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444

이하에서는 각 거래 유형 별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효용과

비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앞서 주주총회 승인 제도에서 살펴 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나. 경영권 거래

(1) 인수회사

                                        
443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16년 M&A건수 및 주식매수청구대금 소폭

증가”, 2017. 1. 23.
444 이다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 및 사례 분석", 기업지배구조 리뷰 제80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1~2015 기간 중 과다한

주식매수 청구권 비용에 의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사례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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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효용

주식매수가격이 M&A 거래로 인한 영향을 받기 전의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가치증가형

거래를 실행하고, 가치감소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예

를 들어 전체 주식 수가 100주, 전체 주식가치가 100원이라고 하고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50%인 회사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인수회사가 대상회

사를 인수하면 인수회사 주식가치가 150원으로 증가하는 거래와, 70원으

로 감소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자.  만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없다면

주당 주식가치는 각각 1.5원, 0.7원이 되고 지배주주의 부는 75원

(1.5원 × 50주), 35원(0.7원 × 50주)이 된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고, 30주를 보유하

는 소액주주들이 M&A 거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

자.  회사는 30원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들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70주로 줄어들고, 회사의 주식가치는

각각 120원과 40원이 된다.  주당 가치는 각각 1.71원 (120원 ÷ 70주)과

0.57원(40원 ÷ 70주)이 되고, 지배주주의 부는 각각 85.7원과 28.5원이 된

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가치

증가형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의 부가 75원에서 85.7원으로 상승하고, 가치

감소형 거래에서는 35원에서 28.5원으로 하락함이 확인된다.  이처럼 인

수회사 소액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에

게 인수회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를 추진하게 할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주식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래는 하지 않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치감소형 거래를 좌절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위의 예에서 인수회

사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가치가 50원에서 35원으로 감소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가 M&A 거래 후 대상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그 결과 15원 이상의 부 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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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린다면, 지배주주는 인수회사 지분가치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거

래를 추진하게 된다. 445   그런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지배주주의

부가 15원이 아니라 21.5원 감소하게 되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할 유인을

잃게 되고 이는 인수회사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정보불균형을 고려할 때, 과연

소액주주가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있다.  만일 소액주주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위와 같은 유인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특히 뒤에서 검토하는 계열회

사 간 M&A에서 소액주주들이 거래 대가의 공정성만을 염두에 두어야 하

는 것과 달리, 경영권 거래에서는 인수 후 시너지 효과 등 여러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이 정확

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M&A 거래 이후 장기적인 주식가치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보다는 M&A 거래의 이사회 결의 시점 직전의 시가로 정

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의 주가를

비교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본 정보공개 강

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도 존재한다. 

(b)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당한 비용 지출을 수반

한다.  특히 인수회사는 주식이나 영업 취득을 위해 인수자금을 지출하는

데, 여기에 더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대금까지 지출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인수회사가 취득하는 자사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수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다.

(2) 양도회사

                                        
445 제2장 제2절 II.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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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의 경우 매매대금이 회사에 들어오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 부담은 인수회사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인수회사보다 낮

고, 지배주주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으

므로, 이로 인한 효용 또한 크지 않다.

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열

회사 간 M&A 거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결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주주총회 승인에서 살펴 본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446  이 사례에서 양도회사가 100주를 발행하였는데, 지배

주주가 3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소액주주 70명이 1주씩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주주는 양도회사로 하여금 보유하는 100원

의 가치를 갖는 사업의 전부를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인수회사에

80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14원(20원–20원

×30%)만큼의 이익이 양도회사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이전된다

편의상 위 거래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 

위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정보가 소액주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다고 하

자.  이 경우 위 거래는 주주총회의 불승인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  이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주주가 20원을 지급하여

20명의 소액주주로부터 20% 지분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배주주

에게 이전되는 부는 10원(20원–20원×50%)이 되고, 최초 소액주주들 기

준으로 하면 소액주주들은 1인당 약 0.14원(10원/70주)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추가해 보자.  합병 반대에도 불

구하고 잔존하는 50명의 주주들은 1인당 0.2원(10원/50주)의 손해를 입

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에는 50원(1

원×50주)만큼의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  양도회사는 사업의 매각으로 80

원을 수령하는데, 50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므로, 양도회사의 가치는 30

원이 된다.  지배주주는 양도회사에서 20원만큼 손해를 입고, 인수회사에

                                        
446 제3장 제1절 I. 3.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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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원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가 아무런 손

해도 입지 않음은 물론이다.  지배주주는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정보불균형의 문제와 소액주주의 집단행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 예에서처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가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게 된다. 다만 경영권 거래와 비교하면, 계열

회사 간 M&A에서 소액주주들은 대가의 공정성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정

보만 제대로 공개된다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라. 소결

주주총회 승인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그 효용과 비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색이 진할수록 효용-비용

분석 상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효율성 분석>

계열사간 조직

재편 거래

경영권 거래

인수회사

경영권 거래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효용) 높음 높음 낮음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효용) 높음 중간 낮음

자금 유출 부담(비용) 높음 매우 높음 중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소액주주가 정확한 정보

에 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공개의 강화를 통해 정

보불균형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계열회사 간 거래대금의 공정성의

문제에 비해 경영권 거래로 인한 인수회사의 시너지 효과 등을 소액주주

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계열사간 조직재편에서 주

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상대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인수대금을 받는 양도회사의 부담

이 가장 낮고, 인수대금에 더하여 주식매수대금까지 준비해야 하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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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 제도에서 본 것

과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거래, 경영권 거래의 인수회사, 경영권 거래

의 양도회사 순으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용은 크고 이

로 인한 부담은 낮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

법론을 제시한다.

4. 입법론 – 개정안 제시

가. 제도 설계 관련 고려사항

앞서 주주총회 승인과 관련하여 본 문제들, 즉 인수회사, 양수회

사라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과 같은 거래의 유형과 관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 실무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정

량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100% 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들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주총회 승인과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회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유출 효과가 지배주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사에 잔존하는 소액주주에게도 미치기 때

문에, 일부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다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주총회 승

인 대상 거래에 비해 그 범위를 좁게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승인 대상 거래 중,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독립당사자 간 경영권 거래에서

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독립당사자 간 경영

권 거래의 경우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

은 낮다.  거래조건을 회사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지배주주 견제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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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다.  다만 일반합병 소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해산되면 합병을

추진한 이사나 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존속회사라 하더라도 합병의 결과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

져오므로, 역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회

사에게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나 주식매수

청구권은 발동되지 않는 경우는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산양수도

(주식, 영업)
요건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

청구권

경영권 거래

인수회사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보통결의 ×

경영권 거래

양도회사

자산액, 순자산액, 매출액, 영업이

익,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중 두

개 항목 이상이 75% 이상인 경우

보통결의 ×

계열회사 간

M&A 거래

인수회사, 양도회사 각각 위 요건

을 기준으로 20% 이상인 경우
특별결의 ○

합병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

청구권

존속

회사

경영권거래

일반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보통결

의)

×

단 합병 전후로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식 비율 불문하고 주주총회 승인

필요

○

경영권거래

교부금합병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보통결의)
×

계열회사간

일반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특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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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열회사간

교부금합병

매매대금이 순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특별결의)
○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필요(특별결의).  단 간이합병

예외 인정

○ (간이 여

부 불문)

다. 보론 – 프랑스 식 지배주주 매입의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반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열회사 간

M&A 거래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배주주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소액주주들에게 주

는 것은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다.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사에 잔존

한 소액주주가 함께 비용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는 양도회사의 지

분 전부를, 인수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주주 두 명이 각각 20%와 10%씩 보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도회사가 중요한 사업을 인수회사에게 공정한 가격보다 100원 높은 가격

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지배주주의 부는 30원 증가하고(지배

주주가 보유하는 양도회사 지분가치는 100원 상승하나 인수회사 지분가

치는 70원 감소함), 인수회사의 나머지 주주의 부는 각각 20원, 10원씩

감소한다.  30원의 부가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를 보유하는 주주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위 사업양수도 거래가 이루어

지기 전의 주식가치로 출자금을 환급 받게 되므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거래비용 무시).  그렇지만 불공정한 거래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입는 손해 100원은 인수회사의 지분 87.5%(70/80)를 보유하게 되는 지

배주주와 12.5%(10/80)를 보유하게 되는 소액주주가 부담하게 된다. 위

거래로 인한 지배주주의 부 증가폭은 30원에서 12.5원으로 줄어들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액주주의 손해는 10원에서 12.5원으

로 증가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회사가 지급한 20

원 중 17.5원은 지배주주가, 2.5원은 잔존 소액주주가 부담하게 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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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

돌하는 거래에서는 지배주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액

주주에게 회사가 아닌 지배주주를 상대로 시가에 매수청구권(put option)

을 행사하게 하거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시가에 공개매수를

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위 사례에서 계열회사 간 거래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20원의 부가 이

전되었으므로, 지배주주가 해당 소액주주에게 20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결 방안이 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경우 금융감독청이 지배주

주로 하여금 소액주주에 대해 공개매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계열

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보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게 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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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는 통상적인 회사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대리인 문제 해결방법과 다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EU나 일본

과 같이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에 대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적

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지분 매각을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와 인수회

사 간의 사적인 의사결정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여기에 더하

여 지배주주가 지배지분을 처분하는 상황에서 적용될만한 특별한 형태의

신인의무를 지배주주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447   먼저 M&A 

상황에서의 지배주주 의무에 대해 간단하게만 살펴 보고, 의무공개매수의

효용과 도입 필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절에서의 논의는 M&A의 결과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영권 거래에 한하여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한다.  계열회사간 거래의 경우 지배주주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대상

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I.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1. 논의의 전개

M&A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도 않고 현행법 하에서 제대로 작동

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다.  우리 상법을 보면 이사는 회사와 위

임 관계에 있고(상법 제382조 제2항), 지배주주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사와 동일한 의무가 인정된다(상법 제401조의

2). 상법 및 판례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

는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448 지배주주에게 예외적으로 회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배주주에게 소액주

                                        
447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수단의 개관에 대해서는 제1장 제1절 II. 1. 참조
448 송옥렬, 앞의 책(주 251) p.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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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주의의무(duty of care)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상법 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보더라도 M&A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이사들

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특히 주주 소유 구

조가 분산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을 매각 압박(pressure to tender)으로부

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지배지분의 매각(sale of control)에 대해서는 이를 기본적으

로 양도회사와 인수회사 간의 사적계약의 문제로 보거나 제2장 등에서

살펴 본 지배주주의 사적이익과 M&A 거래에 대한 동기 문제 등을 분석

하는 쪽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배주

주가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부당한 이익을 얻는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지배주주의 의무에 대한 판례 등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M&A 상황에

서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의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낮을 수 밖

에 없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자체가 강력한 소액주주 보호 수단이므로, 

여기에 더하여 예외적으로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인정하

는 것은 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의무공개매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배지분 매각 거래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에 대

한 논의가 그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1장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지배주주의 지배지분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압도

적 다수이고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권 거래에서

의 지배주주 의무에 대해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 상정 가능한 지배주주 의무의 내용

미국 내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과 선행연구들에서 충

분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지는 않는다.449  

미국에서는 1950, 60년대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회사의 자산(corporate 

                                        
449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478 이하;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26 이하; 송종준,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한국경제법학회, 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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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Berle 교

수의 회사자산론(corporate asset theory)450이나 지배주주가 지배지분을 매

각하는 경우 다른 소액주주들도 같은 조건에 비례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Andrews 교수의 기회평등원칙(equal opportunities 

rule) 451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법리가 정리되었다.452  다만 판

례에서는 예외적으로 (i) 회사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약탈자임을 알면서

도 지배지분을 매각하는 경우(sales to looters),453 (ii) 주식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인수인을 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사 직위의 매각(sale of office),454 (iii) 회사가 당사자가 되거나 주식 전

체에 대해 매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이를 유용하여 자

신의 지배지분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집단기회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opportunity / collective opportunity),455456 (iv) 제3자가 지배주주

                                        
450 Berle, Adolph A., ““Control” in Corporate Law”, Vol. 58, No. 8, Columbia Law Review 
(1958) 1212-1225; Berle, Adolph A., “The Price of Power: Sale of Corporate Control”, Vol. 
50 Issue 4, Cornell Law Review 628 (1965).
451 Andrews, William D., “The Stockholder's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the Sale of 
Shares”, Vol. 78, No. 3 Harvard Law Review (1965).
452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26.
453 Gerdes v. Reynolds, 28 N.Y.S. 2d 622 (Sup. Ct. 1941) (매도인인 지배주주는

인수인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부담); Harris v. Carter, 582 A.2d 222 (Del. Ch. 1990) 

(인수인이 정직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우 지배주주는 그 배경을

조사해야 함).
454 Essex Universal Corp. v. Yates, 305 F.2d 572 (2d Cir. 1962) (인수인이 자신의

지분만으로 지배권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sale of office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하면 사망,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이사직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한 바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되, 만일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DGCL 142(e)).  MBCA의 경우도 비슷한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선임한다(MBCA 8.10(a)).
455 여기에는 워낙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포함되는데, Clark 교수는 이를 크게

회사는 활용할 수 없지만 주주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displaced company-

level opportunities), 모든 주주에게 먼저 제공되었던 기회(opportunities first designed 

for all shareholders),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회(opportunities 

naturally and fairly developed for all shareholders)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482.
456 Perlman v. Feldmann, 219 F. 2d 173 (2d Cir.), cert. denied, 349 U.S. 952 (1955); Jones v. 
H.F. Ahmanson & Co. 460 P.2d 464 (Cal.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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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배주식 매입의 의사를 듣고 그 가격을 비밀로 한 채 다른 소액주

주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 대

하여 자기의 매각가격을 비밀로 한 채 다른 주주에 대하여 이 보다 저렴

하게 제3자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기망

(misrepresentation) 사례 등457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보유 지배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소액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3. 평가 및 한계

그런데 위 사례들을 보면 M&A 상황에서의 지배주주 의무와 관

련된 것은 (i) 약탈자에 대한 매각(sales to looters) 정도임을 알 수 있다.  

(ii) 이사 직위의 매각(sale of office)은 델라웨어주 회사법 상 이사 결원

시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법은 주주총회가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

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되기 어렵다. (iii) 집단기회의 유용은 해당 행

위가 회사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되므

로, 지배주주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58   (iv) 기망의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기망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M&A 상황에서의 특유

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지배주주(양도인)가 M&A 거래 후 회사가치를 파괴할 것이

명백한 인수인에게 지배지분을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자체는 상

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지배주주는 지배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면 그만이

지만, 소액주주들은 계속 남아서 인수회사의 약탈(looting)로 인한 피해를

입으므로, 자신을 믿고 자금을 투자한 소액주주를 위해서 지배주주로서는

인수희망인이 높은 대가를 준다고 하여 자신의 지배지분을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 거래 이후 인수회사가

                                        
457 Peter v. Healy, 244 Pa. 427, 91 A. 428 (1914); Brown v. Halbert, 271 Cal. Ap. 2d 252, 76 
Cal Retr. 781 (1969).
458 이에 대해 Clark 교수는, 해당 행위는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부여된 기회를 지배주주가 유용한 것이므로 양자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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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의 핵심 기술 등을 유출시키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

된 사례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 법리

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인수희망인이 약탈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459  자칫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하여(hindsight) 

M&A 거래 이후 인수회사의 사적이익 추구 등으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가 하락하기만 하면 모두 기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해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  설사 인수희망인이 기

업가치 증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약탈 의사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의사를 인수 전에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도인으로 하여

금 인수희망인이 미래에 약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게 할 경우 양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인수희

망인이 인수 시부터 약탈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인수 후에 비

로소 약탈의 의사를 갖게 되었는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사전에 이러한

약탈적 거래를 통제할 경우 자칫 가치증가형 거래도 좌절될 수 있으므로, 

인수인이 약탈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약탈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이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면

사전적(ex ante)으로 약탈적 M&A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60

이처럼 지배주주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구현하기

도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기도 어렵다.  특히 지배

주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인수희망인과의

거래를 포기해야 하므로 실제 잘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방식

이 잘 작동하려면 M&A 상황에서의 지배주주 의무에 대해 논의하는 판례

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M&A 상황에서 지배주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하에

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살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459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30.
460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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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무공개매수

1. 내용 및 연혁

가. 의미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rule, MBR)란 일반적으로 인수

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등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인수인으로 하여금 잔여 소액 주주들에게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매수 등 평등한 방법에 의하여 매입할 것을 청약하도록 강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461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72년 영국 City Code가

이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고,462 이후 2004년 EU에서 공개매수 지

침(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이하 “EU 공개매수 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EU 회원국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다.

나. 의무공개매수 vs. 공개매수의무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미국 Securities 

Exchange Act에 도입된 공개매수 제도와 구분이 필요하다.  공개매수

(tender off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 청약을 하거나 매

도 청약을 권유하고 거래소 밖에서 이를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63

공개매수는 1968년 미국 Williams Act를 통해 처음으로 법령의 규율을 받

기 시작했다.464  종래 미국에서는 회사의 지배권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주

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proxy)을 받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의결권 위임 방식은 비용이 많이 소요 되고 1934년 Securities Exchange 

                                        
461 Article 5.1,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462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5.
463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1항.  미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공개매수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464 미국 Williams Act의 제정경위에 관하여는 Clark, C. Robert, 앞의 책(주 26) p. 

546 이하;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제2판), SFL 그룹 (2014) p. 916 이하 참조.



251

Act의 제정에 따라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면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절차도 간

단하고 단기간 내에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1960년대에 들어서 활발

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Williams Act 제정 이전에는 아무런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런데 공개매수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다 보니 투자자

들은 공개매수자가 누구인지, 공개매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개매수자가

주식을 얼마나 매입하려 하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자신의 주

식을 처분할지 여부를 단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른 주주들이 먼저 공개매수에 응하게 되면 자칫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

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

는 매각 압박(pressure to tender)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매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68년

Williams Act를 통해 1934년 Securities Exchange Act를 개정하였다.  그 결

과 공개매수자는 모든 주주들에게 같은 가격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평등

한 기회를 부여하고(best price rule), 공개매수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식

이 청약한 주식 수보다 많은 경우 비례적으로 이를 매입하여야 하며, 정

해진 기간 이상 청약을 유지하여야 하고, 공개매수의 목적 등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매수 관련 규제는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규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공개매수자가 어느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는지는 관심

이 없으므로, 실제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수에 미

달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하는 조건부 공개매수도 허용된다.

반면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새로운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취

득한 경우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인에게 매수 청약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인수인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는지 아니

면 지배주주와의 사적거래(private transaction)를 통해 지배권을 취득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

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경영권 변동 시 소액주주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

는 경우 소액주주가 얼마나 많이 공개매수에 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

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희망하는 소

액주주들로부터 공평한 방법을 통해 지분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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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개매수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미국식 공개매수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과 매각 압박 해소에 중

점을 둔다면, EU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여기에 더하여 소액 주주 보호

,465 주주평등원칙(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 특히 경영권 변동 시 소

액주주의 투자 회수권(exit right)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466

<미국식 공개매수의무와 EU식 의무공개매수의 비교>

공개매수의무 의무공개매수(EU식)

용어 tender offer (TO) takeover bid (TOB); mandatory 

bid; mandatory takeover bid, 

mandatory offer

최초 도입 1968년 Williams Act 1972년 City Code

제도의 목적 매각 압박 해소, 거래의 투

명성

소액주주 보호, 투자 회수권

보장

내용 공개매수 진행 시 일정한 정

보를 공개하고, 응찰하는 주

주들을 평등하게 대우

경영권 변동 시 소액주주가

보유지분을 지배주주에게 처

분할 수 있게 함

일부 주식매수/

조건부 주식매수

허용.  일정 지분 미달 시

철회 가능

원칙적 불허.  응찰 주식 수

불문 매입하여야 함

                                        
465 EU 공개매수 지침(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도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이 소액주주

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such a person is 
required to make a bi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at company”.  
Article 5.1,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466 EU의 공개매수 지침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EU 공개매수 지침의 핵심 원칙이

주주의 평등한 취급(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경영권 변동 시 소액주주의

보호(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case of change of control), 거래소 조작이나

남용의 금지(prohibition of market manipulation or abuse) 및 주주의 인수 제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보장될 것(shareholders must have sufficient time and information to 

make a properly informed decision on the bid)임을 명시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201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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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본질은 경영권 거래에서 소액주주에게 새

롭게 지배주주가 되는 인수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

는 권리, 즉 put option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무공

개매수라는 표현보다는 “소액주주의 인수인에 대한 매수청구권”이라는 표

현이 보다 본 제도의 실질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칫 의무공

개매수라고 하면 앞서 본 공개매수의무와 혼동이 되고, put option이라는

권리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의무공개매수의 본류

인 영국이나 EU에서는 공개매수(tender offer)가 아닌 인수 청약(takeover 

bid), 의무 청약(mandatory offer), 의무 인수 청약(mandatory takeover bid)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공개매수라는 용어

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의무공개매수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2. 입법례

가. 주요국가 도입 현황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요 국가 중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채

택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인수인에게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매입을 강제하는

제도라고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회

원국들은 물론, 중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의 많

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467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조

사한 주요국가 17개 국가 중 경영권 지분의 사적취득에 대해 의무공개매

수 제도와 같은 회사법 상 규제를 전혀 두고 있지 않는 나라는 놀랍게도

                                        
467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Allens, “The Allens 
Handbook on Takeovers in Australia” (2016); Marccus Partne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앞의 책(주 143); Getting the Deal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 Law Business Research (2016); Bonelli Erede, Bredin Prat, De Brauw, 
Hengeler Mueller, Slaughter and May, Uría Menéndez, “Guide to Public Takeovers in 

Europe” (2016); Practical Law Corporation의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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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468과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영권 지분 거래에 있어

서 아무 제약이 없는 시장규칙(market rule)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주요국가 공개매수 도입 여부 및 주요 내용>469

국가 도입여부 주요 내용

네덜란드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대한민국 × -

독일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미국 ×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하지 않음.  다만 펜실베니아

(20%), 메인(25%), 사우스다코타(50%+1주) 주의 경우에

는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 청

구할 수 있음(control cash out provision)

스위스 ○ 1/3 이상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스페인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지분은 30% 미만이지만

24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전

부 공개매수 의무

싱가포르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6

                                        
468 그렇지만 미국 50개 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는 예외적으로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의

매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opt-out 방식).  만일 어느 인수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 또는 그 집단은 법원 및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15 Pa. Cons. Stat. §2545).  지배권

변동에 반대하는 의결권 있는 주주들은 서면으로 지배주주에게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날에 자신이 보유하는 지분을 공정가격에 지배주주가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5 Pa. Cons. Stat. §§2544, 2546).  이 때 공정가격이란 지배주주

등이 경영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90일 전 기간 동안 매입한 가장 높은

매입가격을 의미하고(15 Pa. Cons. Stat. §2545(c)),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15 Pa. Cons. Stat. §2547).  다만 원시정관에서

이러한 매입의무를 배제하거나 경영권 거래 완료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매입의무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가 면제된다(15 Pa. Cons. Stat. §2541).  

메인주(25%)와 사우스다코타주(50%+1주)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469 본 표는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하게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특히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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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내에 1%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영국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1

주라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이탈리아 ○ 이사회 선임, 해임권을 갖는 지분 또는 의결권을 25% 이

상 취득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30%); 25%~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5%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수 의무

인도 ○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 25% 이상 보유 주주가 5% 이

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본 ○ 지분 취득으로 1/3 이상 되는 경우 공개매수 방법으로

해야 함.  2/3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부 공개매수 의무

중국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2%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의무 공개매수 선택 가능470

캐나다 ○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제안해야 함

프랑스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1%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전부 공개매

수 의무

호주 ○ 이른바 20% rule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20% 이상

보유 금지. 단 takeover bid(공개매수)나 법원이 승인하는

scheme of arrangement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홍콩 ○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2%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유럽연합 ○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구체적 기준은 각국에 위임) 전

부 공개매수 의무

                                        
470 다만 중국의 경우 광범위하게 예외가 인정되어서 사실상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례로 2004. 7. 21.부터 2010. 12. 31. 

사이에 총 733건의 의무공개매수 대상거래가 있었는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 会员 , CSRC)가 96.32%에 달하는

706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고, 불과 27건만 실제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Cai, Wei, The Mandatory Bid Rule in China, 12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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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인 EU 및 회원국들과 일본의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의무공개매수와 관

련한 각국 입법례를 정리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므로,471 본 논

문에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입법례의 세

세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나. 영국 및 EU

영국은 자율규제기관인 The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가

1972년 인수인이 40% 이상 지분율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지분에 대해서

도 매수 청약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최초로 도입

하였다.472  Panel은 1974년에 위 비율을 30%로 낮추었는데, 이후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다. 473 Panel은 1968년 City Code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자율규제기관인데,474 2004년 EU 공개매수 지침에서 회원국 내 M&A 인

수 청약을 관장할 담당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됨에 따라, 475

Companies Act 2006에 의해 M&A 인수 청약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지정되

                                        
471 송종준, “의무공개매수의 법정책적 함의와 그 도입 가능성”, BFL 제12호(2005. 

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노혁준, 앞의 논문(주

162); 김우찬,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 기업지배연구 제35권, 

경제개혁연구소, (2010); 이지수,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기업지배연구

제44권, 경제개혁연구소, (2012); 류진희, “유럽연합의 기업인수 규제-

공개매수지침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19-3권, 한국기업법학회 (2005).
472 Armour, John and Skeel, David, "Who Writes the Rules for Hostile Takeovers, and Why? 
The Peculiar Divergence of US and UK Takeover Regulation", 95 Georgetown Law Journal 

1727 (2006) p. 1763;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앞의 책(주 44) p.968.
473 영국 City Code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General Guide to the UK 
Takeover Regime” (2014); Slaughter and May, “A Guide to Takeovers in the United 

Kingdom” (2016);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앞의 책(주 44) p.962 이하.
474 Panel 및 City Code의 제정경위에 대해서는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앞의 책(주 44) p.968 참조.
475 Article 4.1,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EU 공개매수 지침은 영국 City Code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정부는 Panel을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민간기구로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EU 공개매수 지침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Davies, Paul; Worthington, Sarah, 앞의 책(주 44) 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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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476

EU는 2004년 공개매수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게 하였다.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1974년

Pennington Report에서부터 영국 City Code에 기반한 M&A와 관련한 각 회

원국의 법제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477 몇 차례 시도 끝

에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EU 위원회의 주도로 구성된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가 2002년 발간한 이른바 Winter 

보고서478를 바탕으로 공개매수 지침이 통과되었다.479

EU 공개매수 지침 제5조에 따라, 인수인이 특별관계자(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와 함께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서 거

래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결과 회사 의결권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모든 주주들에 대

해 자신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것을 청약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수인이 해당 주식을 형평상의 가

격(equitable price)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U 공개매

수 지침은 형평상의 가격을 의무공개매수 전 최단 6개월 내지 최장 12개

월의 기간으로서 각 회원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이 해당 증권에

대해 지급한 가장 높은 가격(highest price)으로 정의한다.480  아울러 의무

공개매수가 개시된 이후에 인수인이 만일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해당

증권을 매입하면, 인수인은 의무공개매수 가격 역시 높여야 한다.  일종

의 best price rule이라 하겠다.  다만 시세조종 등 주가를 신뢰할 수 없는

                                        
476 S.942 Companies Act 2006.
477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5.
478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of 10 January 2002.  위원회의 위원장인 Jaap Winter 교수의 이름을 따서

Winter 보고서라 흔히 부른다.  Winter 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지분 매도청구권(squeeze out right) 및 소액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지분 매입청구권(sell out right) 등을 EU 차원에서 도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79 EU 공개매수 지침의 제정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에 잘

나와 있다.  노혁준, 앞의 논문(주 162) p. 262-265; Schuster, Edmund‐Philipp, 앞의

논문(주 161) p. 5-6; Berglöf, Erik and Burkart, Mike, “European Takeover Regulation”, 
Economic Policy, 18 (2003).
480 Article 5.4,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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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나 회사 회생을 위한 경우 등에는 각 회원국이 입법에 따라 위 최고

가격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각 회원국은 인수인이 어느 비율 이상 의결권을 취득할 경우 의

무공개매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재량을 갖는다.  EU의 의뢰에 따라 작

성된 2012년 관련 외부 연구보고서481에 의하면 조사 대상 23개 회원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3개 국가가 30%를, 그리

스, 포르투갈 등 7개 국가가 33%(또는 1/3)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스페

인 등 3개 국가는 실질적 지배를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비율과 실질적 지

배 요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482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최고

가격에 대해서도 실제 가격이 아닌 가중평균주가를 사용하는 국가도 존

재한다.483

다. 일본

(1) 제도의 내용

일본은 미국 제도와 EU 제도를 혼합한 상당히 특이한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EU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다

르다.484

일본은 1971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미국식 공개매수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485 이는 미국의 Williams Act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481 Marccus Partne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앞의

책(주 143).
482 Marccus Partne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앞의

책(주 143).
483 주요 EU 회원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내용 및 실무에 대해서는 Bonelli Erede, Bredin Prat, De Brauw, 

Hengeler Mueller, Slaughter and May, Uría Menéndez, 앞의 책(주 467) 참조.
484 양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藤田友敬, 「支配株式の取得と強制公開買付 ― 

強制公開買付制度の機能」, 会社·金融·法(下巻) (編集代表 岩原紳作, 山下友信, 

神田秀樹), 商事法務 33-71 (2013);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p. 28-29.
485 이 때부터 1990년 증권거래법 개정까지의 기간 중 일본에서 이루어진

공개매수는 3건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p. 25.



259

공개매수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이후 약 20년간 별다른 변

화가 없다가, 1990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인수인이 대상회사의 의

결권 있는 주식 1/3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 방

식을 통해 이를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이하

“1/3 공개매수”).  이후 2000년대 초반 일본방송 사건 등 공개매수를 이

용한 적대적 M&A 사건이 등장함에 따라 공개매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고, 이에 따라 2006년에 장외거래를 통해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3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인수인은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함은 물론,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이하 “2/3 의무공개매수”).486487

이 중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1/3 공개매수, 2/3 

의무공개매수 제도이다.  먼저 인수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1/3 

이상 매입하면 반드시 공개매수 방식을 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인

은 자신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최대 주식수를 정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이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매각을 희망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도 없다.  1/3 공개매수는 위 미국식 5% 공개매수의무의 적용 범위

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488489

                                        
486 일본에서는 공개매수제도 도입 이후 적대적 M&A 수단으로서 공개매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가, 2005년에 최초로 사용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매수인이 장외거래를 통해 대상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2/3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전부매입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내, 장외에서의 급속한

매입의 금지, 매수인이 경합하는 경우 공개매수 강제, 정보 공개 강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黒沼悦郎, 「公開買付規制の理論問題と政策問題」, 株式会

社法大系(編者江頭憲治郎), 有斐閣 (2013), p. 529.
487 2006년 이후에는 별 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제공개매수의무, 

전부매입의무, 전부 권유 의무를 위한한 자에 대해 다른 주주가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 p. 25.
488 金融商品取引法 第27条の2.
489 다만 미국식 5% 공개매수의무의 경우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에 의한

취득(예를 들어 사적매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비해 1/3 공개매수의 경우

장내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5% 공개매수 제도의 단순한 적용범위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 484) p. 36-37.



260

1/3 공개매수 제도는,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이전시키는 경영권거

래의 경우 일반 투자자나 증권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거

래가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대신 보다 투명한 방식인 공개 매수 등

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490  이러한 입법 취

지 때문에 장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금지하고, 1/3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되 장내 거래나 신주 인수 방식에 의한 경영권 인수에 대

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것이다.491  이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거

래를 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있다.492

다음으로 2006년 도입된 2/3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의하면, 만일

인수인이 장외거래를 통해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3 이상 보

유하게 되면, 인수인은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함은 물

론,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493   즉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이 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494

                                        
490 内藤純一「株式公開買付制度の改正」商事法務 1208号,1990年, p. 5.
491 사실 이러한 입법배경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 규정이 일본 법무성이 주무관청인 상법이 아니라

재무성(당시 대장성)이 주무관청인 구 증권거래법에 규정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즉 거래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재무성 소관인

증권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소액주주보호는 법무성 소관인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재무성으로서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구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 대신에 거래소 시장의 투명성 등을

목적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인수인의 주식

취득 방식에 따라 이를 규율하게 되었다고 한다. Fujita, 앞의 논문, p. 32.
492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p. 32.
493 金融商品取引法 第27条の13 第4項, 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 第14条の2の2.
494 1/3 의무공개매수와 2/3 의무공개매수의 차이를 간단한 예를 통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i) 먼저 인수인이 상장회사인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고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15%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인수 후 지분비율이 1/3 이상이 되므로, 인수인은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인수인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예를 들어

15%)이 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ii) 반면 만일

이러한 인수인이 주식을 50%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인수 후 지분비율이

2/3 이상이 되므로,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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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와의 차이점

이처럼 일본의 1/3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소액주주의 투자

회수권(exit right)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른 반면, 2/3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EU식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제도 취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495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3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EU의 의

무공개매수 제도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EU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비

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된 경우”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 비해, 일본의 경우 당해 지분 취득을 통해 지분비

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경우” 공개매수 방식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여

야 한다.496 취득 방식을 규제하는 1/3 공개매수 제도의 연장선 상에서

2/3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2/3 의무공개매수에서도 취득방

법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 일본의 경우 장내 매수나 신주 발행을 통해 2/3을 취득

하는 경우에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장내 매수이나 신주 발행의 경우 각각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시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따라서 의무공개매

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497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EU의 30%나 1/3보다 훨씬 높은 2/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분을 반드시 2/3 이상 취득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지분 취득으로도 경영권을 인수

                                                                                                        
공개매수에 응한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모든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인수인은 대상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인수인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예를 들어 50%)이 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즉 최소 취득 주식수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대 취득 주식수를 정할 수는 없다.
495 이러한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유나 소액주주 투자회수권의 보장 등을

입법목적으로 보기도 한다.  黒沼悦郎, 앞의 논문(주 486) p. 551.
496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 484) 참조. 
497 일본 공개매수 제도와 EU 의무공개매수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4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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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준으로 30% 또는 1/3로 할지 아니면 2/3

로 할지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2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경영권이 변동되

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3 이상

취득하면 이로 인하여 자회사가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회

사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

면이 크다.498  이는 경영권 변동 시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EU

식 의무공개매수보다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sell-out right)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일본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EU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사뭇 다르다.

3.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제적 분석

실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는, 대상회사 주식 소유가 분산되었는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르다. 본 논문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의 M&A 거

래를 중심으로 살펴 보지만, 의무공개매수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주식

소유가 분산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지배권 취득 시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취득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 아니면 경영권 취득 시 일부 지분만을 공평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되

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499 여기에서는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EU 공개매수지침에 따라, 인수인이 잔여 주식 전

부에 대해 매각을 청구해야 하는 형태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검토한다.

가.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

                                        
498 Hisateru Goda, "Tender Offer Period, Restrictions on Altering Tender Offer Terms and 
Withdrawing Tender Offers, and Obligation to Purchase All Tendered Shares", Morrison 
Foerster Newsletter, 2006. 11. 06 (available at http://www.mofo.jp/topics/legal-
updates/legal-updates/93.html).
499 입법례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송종준, 앞의 논문(주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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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의 공개매수에 관한 논의는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를 전제로 한다.  이를 전제로 소액주주들이 어떠한 매각 압

박(pressure to tender)을 받는지, 대상회사 이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개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많

은 경제학적 논의가 이루어졌다.500

반면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

이익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어떻게 함께 누리게 할 것인가

가 주된 논의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주식 소유가 분산된 경우보다는 지배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공

개매수 제도는 주식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도 소액주주의 매각 압박 해

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하 살펴 보자.

(1) 매각 압박 해소 및 가치감소형 거래 저지

어느 회사에 주주가 100명이 있고, 각각 1주씩 보유한다고 하자(

주당 가치 10원).  현재 전체주식가치는 1,000원이고 논의의 편의상 경영

진이 가져가는 사적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인수희망인과 주주 간에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도 없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희

망인은 회사 주식 중 50주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한다. 공개매수가 성공하여 인수희망인이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면 인수인은 회사에 대한 경영능력이 없어서 회사의 전체 주식가치는

9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인은 대상회사로부터 300원의 사적이익을 추

출할 수 있다.  인수희망인은 전체 주식가치를 낮추는 일종의 약탈자

(looter)라고 봐도 된다. 인수희망인은 인수 후 600원�900원 − 300원� ×

                                        
500 대표적으로,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The Proper Role of a Target's 
Management in Responding to a Tender Offer," 94 Harvard Law Review 1161 (1981); 
Bebchuk, Lucian A., "The Case for Facilitating Competing Tender Offer", 95 Harv, L. Rev. 
1028 (1982); Bebchuk, Lucian A., "The Case for Facilitating Competing Tender Offers: A 
Reply and Extension", 35 Stan.L. Rev 23 (1982); Bebchuk, Lucian A., "The Case for 
Facilitating Competing Tender Offers: A Last (?) Reply", 21, L. Econ con & Org. 253 (1986): 
Gilson, Ronald J. "A Structural Approach to Corporations : The Case against Defensive 
Tactics in Tender Offers", 33 Stan. L. Rev. 819,868-875 (1981); Gilson, Ronald J., "Seeking 
Competitive Bids versus Pure Passivity in Tender Offer Defense”, 35 Stan.L. Rev. 51 (1982); 
Coffee, John, "Regul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Tender Offer's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84 Columbia L. Rev. 114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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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0원)의 부를 누리기 때문에 주당 최대 12원(총 600원)을 공개매

수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만일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공개매수에 응한 소액주주 보유 주식

의 주당 가치는 12원,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주

당 가치는 6원이 된다((900원 − 300원) ÷ 100주).  소액주주들이 단결하여

모두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M&A 거래는 좌절되고 소액주주의 부는

계속 주당 10원으로 유지된다.  소액주주들 간에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문제가 전혀 없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이 없다면 소액주주들로서는 공개매수를 거절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소액주주들 간에 집단행동 문제가 있어서 소액주주

들 간에 정보교류나 공동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분명 소액주주들이 단결하여 공개매수를 거절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회사에 잔존하여 주식가치가 6원으로 하락

하는 경우보다 12원에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  공개매수에 응하더라도 모든 주주

들이 공개매수에 응하면 실제 자신의 지분 중 절반만 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소액주주 지분의 현가(NPV)는 9원이 된다.

집단행동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상 100명의 주주가 50명씩 두 그

룹으로 나뉘어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보수행렬로 표

현할 수 있다. 501   이 게임에서는 A그룹, B그룹 모두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9, 9)이 우월전략균형이 되며 내쉬균형이 이루어진다.  A그룹과 B그룹

이 공개매수에 모두 불응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하고 가치감소형

M&A를 좌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10, 10),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공개매수에 응하게 되

는 것을 매각 압박(pressure to tender)이라 한다.502503

                                        
501 이미 49명의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했고 49명의 주주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2명 주주의 의사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도 된다.
502 Bebchuk, Lucian A., Toward Undistorted Choice and Equal Treatment in Corporate 
Takeovers. Harvard Law Review, Vol. 98, p. 1695-1808 (1985);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앞의 논문(주 173) p. 738-765; 黒沼悦郎, 앞의 논문(주 486) p. 532.
503 최초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잔존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최초

공개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축출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공표하는 방법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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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Tender No tender

B그룹
Tender (9, 9) (6, 12)

No tender (12, 6) (10, 10)

반면 전부의무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희망인이 응찰한 지분 전부

를 모두 매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주주들이 다른 주주가 어

떠한 선택을 하는지와 관계 없이 응찰을 하여 12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

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들은 모두 응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A그룹

Tender No tender

B그룹
Tender (12, 12) (5, 12)

No tender (12, 5) (10, 10)

그런데 주주 전체가 공개매수에 응하면, 인수인이 누리는 사적이

익은 0원이 되고 공개매수 이후의 부는 900원이 되어서, 인수비용 1,200

원(12원 × 100주)을 들여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 상황에서 인수희망인은 주당 9원 미만의 가격을 공개매수가격으로 제

시하여야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공

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매각 압박

(pressure to tender)을 해소함은 물론, 사전적(ex ante)으로 사회적으로 비

효율적인 공개매수를 좌절시키는 긍정적 효과까지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식 공개매수 제도 하에서는 인수 후 기업가치가 감

소하는 경우에도 소액주주들의 매각 압박을 해소하지 못하지만,504 505 EU

                                                                                                        
주주에게 매각 압박을 줄 수 있다.
504 참고로 미국에서는 공개매수 제도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공개매수 시 매각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Bebchuk 교수는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할 때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주식수의

과반수가 공개매수에 찬성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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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는 매각 압박을 해소한다.  이는 가치감소형

M&A를 저지시키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기능과도 연결된다.

(2) 무임승차 문제와 가치증가형 거래 저지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로 변하

면 지배주주는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누리게 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사

적이익의 존재는 소액주주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효율적 거래 저지 효과

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506507508 인수인이 M&A 거래 이후 주식가

치를 높이면 이로 인한 효과를 소액주주도 누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로

서는 자신은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잔존 주주로 남지만, 다른 주주들

은 주식을 처분하고 나가기를 바라게 된다.  그 결과 아무도 공개매수에

                                                                                                        
제시한다.  아울러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주주도 만일 공개매수가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에 찬성한 주주와 마찬가지로 매입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다.  

Bebchuk, Lucian A., 앞의 논문(주 502).
505 영국 City Code에서는 Panel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공개매수(partial offer)가 가능하다.  이 때 공개매수자는 Panel의 승인을 얻는

것에 더하여 공개매수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독립된 주주들 중 50% 

이상이 공개매수를 지지하는 것을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Rule 36.5).  

이 제도는 일부공개매수에 따른 소액주주의 매각압박을 완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즉 소액주주가 매도 압박에 못 이겨 공개매수 자체에는

응하더라도, 소액주주가 보기에 해당 공개매수는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공개매수가 성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반대할 수 있고 이러한 주주가 절반이 되면 공개매수가 좌절된다.  Bebchuk 

교수가 제시한 해결책과 같은 논리이다.
506 제2장 제1절 II. 2. 라 참조
507 소액주주로서는 M&A 이후 기업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회사에 잔존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결과 가치증대형 M&A가

좌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Grossman, Sanford J. & Hart, Oliver D., 앞의 논문(주
162).
508 새로운 지배주주의 뛰어난 경영능력에 따라 소액주주 주식가치가 덩달아

오르는 것도 무임승차라면 무임승차이지만, 이런 것은 회사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지배주주의 경영능력을 믿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능력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갈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 지고 결국 지배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회사법에서 문제 삼는

무임승차는 무임승차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M&A를 추진할 유인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거래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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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아 효율적 거래가 좌절된다.  그렇지만 인수인이 인수 후에 지

배권의 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인수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주당 가치가 잔존하는 소액주주의 주당 가치보다 크다면, 인수인은 위 두

개의 가격 사이의 가격을 공개매수가격으로 제안을 하고 소액주주는 이

에 응하게 된다.

2단계 공개매수(two-tier tender offer)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분 취득에 필요한 공개매수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

수를 제안하지만, 일단 경영권을 취득하고 나면 잔존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지배주주가 지배권 사적이익을 누림으

로써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현금흐름은 낮아짐), 나머지 잔존

소액주주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저가에 이를 구매하여 인수인의 취득단

가를 낮추는 방법이다.509  

그런데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잔여지분의 일부만을 매입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2단계에 걸쳐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두 번째 공개매수가

격을 낮게 하는 방법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아울러 만일 모든 소액주

주가 공개매수에 응하면 인수회사는 대상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

어 지배주주만이 누릴 수 있는 수 있는 사적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배권의 사적이익으로 인한 지배지분의 가치와 일반

소액주주 지분 가치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방식은

애당초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한 결

과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이 분산된 회사에서 소액주주의

무임승차 문제는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510

                                        
509 인수인이 발판매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분을 시가에 매입한 후, 경영권

취득을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방법도 무임 승차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무임 승차 문제로 인수인이 M&A 거래 이후 주식가치를 공개매수가격으로

제안하여 이를 통해서는 인수인이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미리 시가에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주식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지배주주가 누릴 수 있는 사적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발판매수를 통해 효율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Shleifer, Andrei; Vishny, Robert 
W.,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94, Issue 3, Part 1 p. 461-488 (1986); Burkart, Mike and Panunzi, Fausto, 앞의 논문(주
173) p. 747.
510 이러한 점에서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같이 지배주주가 그 사적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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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

대상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로부터 지분

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면 되므로 소액주주의 매각 압박(pressure to 

tender)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액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

더라도 인수회사는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여 대상회사의 경

영권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무임 승차(free-riding)로 인한 거

래 좌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효용은 우리

나라 현행법과 같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market rule 하에서의 대상회사

기업가치 및 소액주주 부의 변화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시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대상회사 기업가치의 변화 – 제1목표 관련

앞서 제2장에서 대상회사 소액주주 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

본 수식들을 다시 떠올려 보자.511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지 않고 자유롭

게 지배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과 EU와 같이 전부 매입 의무

를 부과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단 인수회사 부 변화로 인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된다.

                                                                                                        
소액주주와 나누게 하지 않게 하여야만 경영권 거래가 인수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sharing rule)이 아니라 이익을

불평등하게 분배하여야(unequal distribution) 인수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경영권 거래가 성사된다.  Easterbrook, Frank H. & Fischel, Daniel R., 앞의 책(주
134) p.118, 119.
511 앞서 인수회사 부를 고려한 주식양수도 거래 하에서의 논의(제2장 제2절 IV. 

2. 가)와 교부금합병에서의 논의(제2장 제2절 V. 1.)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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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간의 비교 >

위 그림에서처럼 현행법 하(파란색 그래프)에서는 효율적인 거래

도 일부 좌절되고((3)부분), 비효율적인 거래도 일부 발생한다((2)부분).  

반면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면(붉은색 그래프) 모든 거래가 가치 증가형

이지만((4)부분), 그 대신 가치가 증가하는 다른 많은 거래들((1), (3)부분)

을 좌절시킨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거래 전후로 기업가치가 증가하여

야 한다는 M&A 법제의 제1목표의 기준에서 보면(V� > V�), 양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제2장에서 본 것처럼 인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등의 변화(∆O)를 고려하면, 위 설명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인수 후 인수회사가 인수회사나 그 계열회사에서 누릴 수 있

는 부(O�)가 인수 전 매도회사가 매도회사나 그 계열회사를 통해 누리는

부(O�)보다 상당히 큰 경우(� × �� − �� < 0)에는 EU식 의무공개매수 하

에서도 대상회사의 전체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수회사 입장에서 인수 후 대상회사 전체주식가치가 감소하더라도 대상

회사 밖에서 충분히 부를 늘릴 수 있다면 거래는 성사된다.  그 결과 아

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U식 의무공개매수 하에서도 대상회사 주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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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감소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에서의 부가 대량 증가하는 경우 부의 변화>

다만 사회 전체로 보면 대상회사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대신 인

수회사나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의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현행법보다 비효율적 거래는 물론 효율적

거래를 더 많이 좌절시킨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다.

이처럼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 인수회사의 주당 인수가격은

높아지고, 소액주주들이 모두 응찰하여 거래 후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

분 100%를 인수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은 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인수회사로서는 인수 후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자신이 있

어야만 거래에 임하게 된다.512

                                        
512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는 인수비용 증가로 인하여 적대적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미국과 같이 이사회의 판단에 의하여 발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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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주주 부의 변화 – 제2목표 관련

다음으로는 소액주주의 부가 M&A 거래 전후로 적어도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M&A 법제의 제2목표(∆(V − B) ≥ 0)라는 측면에서 현행법

과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비교해 보자.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현행법 하에서는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가 M&A 거래 전후로 증가

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513

만일 우리나라가 기존의 market rule을 포기하고 EU식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제도 하에서 소액주주는 (i) 의

무공개매수에 응하여 보유지분을 지배주주의 주당 매각가격과 동일한 주

당 매각가격으로 인수회사에게 매각하거나 (ii) 의무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소액주주는 (ii)가 (i)보다 크면

의무공개매수에 불응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  

소액주주가 의무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에	잔존하는	경우

소액주주	부
� > �

의무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받는	대가
�

(V� − ��) > V� +
(1 − �)

�
× ��

V� > V� +
(1 − �)

�
× �� +��

역시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초록색 그래프).

                                                                                                        
포이즌 필의 필요성이 영국에서는 낮다는 설명도 있다.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General Guide to the UK Takeover Regime” (2014) p. 10.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송옥렬, 앞의 논문(주 20).
513 제2장 제2절 III.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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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 의무공개매수와 소액주주 보호>

소액주주는 주황색 그래프 위 부분에 해당하면 M&A 거래 전후

로 부가 감소하지 않는다((1), (2) 부분).  즉 M&A 법제의 제2목표가 충족

된다.  그런데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 소액주주는 초록색 그래

프 위에 있는 영역((1) 부분)의 경우에만 의무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되

고, 심지어 (2) 부분과 같이 회사에 잔존하여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도 의무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  의무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받는 대가

가 회사에 잔존할 때의 부보다 크기 때문이다.  

(2)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개입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할 필요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하에서는 인수회사의 희

생 하에 소액주주를 보호한다.  위 그림을 보더라도 소액주주 보호 수준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로 상향 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를 과잉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3) 정리 및 평가

이처럼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현행법(market rule)에 비해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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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 결과 가치감소형 거래도 저지시킨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1) 소액주주들이 기존에 누리지 못하던 지배권 사적

이익 부분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액주주를 과잉보호하는 측

면이 있고 (2) 인수회사는 보다 높은 가격에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

분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인수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지며, (3) 그

결과 시장에서 M&A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특히 가치증가형 M&A까지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문제점

은 기존 여러 논문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514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먼저 소액주주보호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의무공개매수 제

도가 도입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액주주들이 더 많은 대가

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후적(ex post)으로 보면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하

는 것 같아도, 사전적(ex ante)으로 보면 가치증가형 M&A 거래를 감소시

켜서 결국 소액주주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무공개매수 제도를 비판하는 전통적인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와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회사나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소

액주주로서는 투자 후 대상회사에 대한 M&A가 이루어질 경우 사적이익

을 누리는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사전적(ex ante)으로 보더라도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소액주주 보호

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든지, 

불리하다든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면이 있다.  소액주

주의 보호 수준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나 법원의 입장 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과연 의무공개매수는 M&A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514 Bebchuk, Lucian A, 앞의 논문(주 178); 송종준, 앞의 논문(주 471); 노혁준, 

앞의 논문(주 162); 藤田友敬, 앞의 논문(주 484); Fujita, Tomotaka, 앞의 논문(주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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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M&A 거래 수를 감소시키는

가?  실제 M&A 통계자료를 보면 의무공개매수 제도 때문에 EU 회원국들

에서의 M&A 거래금액이나 거래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적다고 보

기는 쉽지 않다. 특히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515

<최근 5개년간(2012~2016) 주요국가 M&A 거래 현황>516

(단위: 백만USD, 건)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미국 거래금액 870,581 903,878 1,373,203 1,864,386 1,483,809 6,495,857

거래수 4,161 4,049 5,325 5,319 5,214 24,068

영국 거래금액 127,876 121,201 158,301 417,805 173,392 998,575

거래수 1,121 1,166 1,422 1,478 1,472 6,659

독일 거래금액 74,944 89,726 87,082 62,244 82,291 396,288

거래수 703 745 843 821 906 4,018

프랑스 거래금액 30,853 51,129 165,892 78,968 86,163 413,004

거래수 617 699 758 797 921 3,792

일본 거래금액 70,510 35,360 32,162 61,256 63,004 262,292

                                        
515 2016년도 M&A 거래금액과 위 국가의 명목 GDP(IMF 발표 기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명목 GDP 18,561,934 2,649,893 3,494,900 2,488,280 4,730,300 1,404,380

M&A 

금액
1,483,809 173,392 82,291 86,163 63,004 46,892

비율 7.99% 6.54% 2.35% 3.46% 1.33% 3.34%

이와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여부와 M&A 거래 활동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516 Mergermarket.com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편집하였다.  발표일 기준, 

완결된 거래만을 포함하였고, 대상회사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거래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미공개된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연매출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거래가 집계 대상이다.  M&A 

관련 통계자료는 집계기관이나 집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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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 387 440 397 409 449 2,082

한국 거래금액 29,528 35,244 76,792 82,908 46,892 271,365

거래수 236 279 321 361 358 1,555

아울러 EU 회원국들에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더라

도, 매년 이루어지는 M&A 거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개매수 감독기관인 영국의 Takeover Panel, 독일의 BaFin, 

프랑스의 AMF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위 나라에서 이루어지

는 공개매수 거래의 수는 전체 M&A 거래 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중만

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517

<최근 4개년간(2012~2015) 영국, 독일, 프랑스 공개매수 거래 수>518

2012 2013 2014 2015

영국 81 61 89 74

독일 27 23 26 18

프랑스 41 42 38 33

물론 M&A 거래나 공개매수 거래의 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금

융시장의 발전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

통계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실제로

M&A 거래 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통계적인 뒷받침이나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517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전체 공개매수 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간하기 때문에

해당 공개매수가 의무공개매수 규정의 적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에 의한 공개매수

숫자를 별도로 공개하는데, 매년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2012년–6건, 2013년–6건, 

2014년–6건, 2015년–3건).
518 영국의 경우 매년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의 자료이다(즉 2012년의 경우

2012. 4.~2013. 3.).  각각 The Takeover Panel, Annual Report (2013~2016) (영국);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nnual Report 2015 (독일); AMF, Rapport 

annuel 2015 de l’AMF (프랑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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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론 – 소액주주 매수청구권(sell out right)

가.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의 경제적 효과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market rule에 비해 비효율적 M&A를

좌절시키고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주주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보호하고 효율적인 M&A 거래를 좌절시킬 가

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아무런 제한 없이 지배지분의 매매가

허용되는 현행법 체계에서 모든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인수회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종의 차익거래(arbitrage)를 실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market rule에 따라 자유롭게 지배지분 거

래에 따른 M&A를 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로 하여금 M&A 관련 정보가

반영되기 전의 시장가격에 보유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 매

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면 어떨까?  소액주주는 (i) 인수회사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exit하거나 (ii) 대상회사에 소액주주

로 남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액주주는 후자가 전자보

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ii)≥(i)인 경우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
회사에	잔존하는	경우

소액주주	부
� ≥ �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받는	대가
� = �시가�

(V� − ��) ≥ (V� −��)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M&A 법제의 제2목표 충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 제도는 이러한 점에

서 소액주주를 과잉보호하지도, 과소보호하지도 않고 적정하게 보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인수회사는 어떤 경우에 M&A 거

래를 추진하게 되는가?  V� > V� + ∆�인 경우와 V� < V� + ∆�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V� > V� + ∆�인 경우, 소액주주들은 모두

대상회사에 잔존하므로 인수회사는 양도회사로부터 지배지분만을 매입하

면 된다.  이는 기존에 market rule 하에서 본 요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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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 −
(1 − �)

�
× ∆B

다음으로 V� < V� + ∆�인 경우 소액주주는 보유주식 전부를 인수

회사에게 매각하고, 인수회사는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  인수회사는 지배

주주에게는 지배권 사적이익을 고려한 매매대금을, 소액주주에게는 시가

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회사는 대상회사를 100% 

지배하게 되므로, 인수 후 전체 주식가치가 인수회사의 부가 된다.

�거래	후	전체	주식가치� > �
거래	전	

	지배주주의	부
� + �

거래	전

	소액주주의	부
�

V� > (V� − ��) × � + �� + (V� − ��)(1 − �)

V� > V�

결국 인수회사는 인수 후에 전체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M&A 거래에 응하게 된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액주주 매수 청구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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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액주주 매수청구권(sell out right) 

제도 하에서는 검은색 그래프 위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거래가 이

루어진다.  즉 (1), (2) 영역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행 market rule

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치감소형 거래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3) 부분).  

M&A 법제의 제1목표(V� > V�)와 제2목표(∆(V − B) ≥ 0)을 모두 충족한다.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에서의 두 가지 단점, 즉 효율적 거래를 과다하

게 좌절시킨다는 점과 소액주주를 과잉보호한다는 점이나, market rule에

서 가치감소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제도의 유일한 한계는 가치증가형 거래 중 아주 일부((4)부분)

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겠다.  그러나 이는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

하고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앞서 제2장에서

본 것처럼 지배권 사적이익이 존재하여야 지배주주가 가치증가형 M&A를

실행할 유인을 갖게 되고,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며, 주식

이 분산된 회사에서 주주들의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이로 인한 이익이 이러한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

문에 이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결국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는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본 market rule과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단점들을 모두 해소

하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

소액주주 매수 청구권 제도는 양도회사, 인수희망인, 대상회사 소

액주주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킨다.  사전적(ex ante)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부는 새로

운 지배주주의 경영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상회사가 어떠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지(V) 및 새로운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얼마나 많이 가져

가는지(B)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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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새로운 지배주주가 그 동안 뛰어난 경영능력과 투명한 지

배구조를 갖춰 왔다면, 향후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대상회사

에 남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새로운 지배주주가 기존 지배주주보

다 평판이 좋지 않고 그간 경영한 회사마다 어려움에 처했다면 소액주주

로서는 보유 지분을 인수회사에 시장가격에라도 매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소액주주는 최초 투자 시 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믿고 회

사에 투자한다.  이러한 소액주주의 판단이 맞았다면 투자수익을 얻고, 

틀렸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에 의하여 소액주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배주주가 변경되면 소액주주가 최초에 투자한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소액주주에게 과연 새로운 지배주주와 경

영진을 믿고 투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회수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어야 한다.  매수청구권은 기

존 지배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EU식 의무공개매수에서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인정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입법례들이 M&A 거래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주식양수도에서의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은

이러한 취지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2) 인수회사(새로운 지배주주)에 미치는 영향

소액주주에게 선택권을 주면, 뛰어나고 충실한 인수회사는 M&A

거래에 필요한 인수자금과 거래비용을 적게 들이게 되고, 무능하고 부정

직한 인수회사는 소액주주들 지분을 매입하느라 인수자금과 거래비용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  즉 전자에 해당하면 현행제도와 같이 비교적 쉽게

M&A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후자에 해당하면 인수자금 조달과 거래비

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자연스럽게 인수회사의 능력에 따라

유인(incentive) 제공과 징계(discipline)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인수희망인으로서는 M&A와 관련된 자신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두게 된다.  과거 경영능력 부

족으로 많은 회사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거나(incompetent) 소액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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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면(disloyal), 앞으로 M&A 거래를 하기가 점

점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인수회사로서는 인수 후 기업가치 증대를 위

한 비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 소액주주가 매수청구권을 덜

사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소액주주들에게 밝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정

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문제도 감소되고, 경영권 거래의 투

명성(transparency)이 높아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그 결과 유능한 인수인은 더 쉽게 기업을 인수하고, 그렇지 않은

인수인은 기업을 인수하기가 어려운 회사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다.519

그렇다고 하여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장 내 평판이 상

대적으로 낮은 인수희망인에게 불리하기 만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회사 경영 경험 등은 일천하지만, 대상회사에 대한 뚜렷하고 실

현 가능한 가치 증대 계획을 갖고 있는 인수희망인이 있다고 하자.  기존

소액주주들은 인수희망인의 낮은 평판을 이유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수인에게 시가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였다.  인수희망인은 추가로 자금

을 투입하여 잔여 지분을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향후 기업가치

를 실제로 올리게 되면 이러한 가치 상승분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반면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였다면, 이러한 인수희망인은 회사

를 인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잔여 지분을 회사 지배권 가치가 포함

된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므로, 인수 후 주식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는 한 인수 거래를 추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액주주 매

수청구권 제도는 비록 평판은 낮지만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는 인수회사

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양도회사(기존 지배주주)에 미치는 영향

                                        
519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배하고, 적대적 M&A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정직한 경우 다른

경영진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의 회사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

지배주주를 유능한 지배주주로 교체한다는 점에서의 회사지배권 시장은 몰라도, 

적어도 인수희망인 중 유능한 인수희망인이 새로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기

쉽다는 의미에서의 회사지배권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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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은 양도회사, 즉 기존 지배주주의 행동양식

도 바꿀 수 있다.  그 동안 지배주주는 인수회사가 경영능력이 있는지, 

회사 재산을 빼낼 약탈자(looters)인지와 관계 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

시하는 인수회사에게 지배지분을 매각할 강력한 유인을 가졌다.  특히 지

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앞서 본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신인의무도 실제 적용하기

가 어려움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는 매각가치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게 된

다.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은 인수희망인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선호

하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수희망인

은 자체 자금을 더 투입하거나, 마땅치 않다면 외부 인수금융 등을 받는

등 자체 자금조달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수자금도 많이 소요되고 거

래비용도 증가하므로, 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확실성(deal 

certainty)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이 선호할 인수희

망인의 경우에는 거래의 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양도회사도 이를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M&A 거래들이 경쟁입찰(auctio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양도회사 행동양식 변화는 큰 의미를 갖

는다.  양도회사는 나름의 채점기준을 갖고 인수희망인들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 때 제안된 매수가격뿐만 아니라 거래의 확실성이나

인수희망인에 대한 소액주주의 선호 정도, 인수희망인의 경영능력과 평판

등도 본 제도 도입 이후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4) 구체적 사례를 통한 확인

이상의 논의를 간단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자.  대상회사의 지

배주주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지배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대상회사의 인수 전 전체 주식가치는

100원이고, 이 중 공유하는 부분은 80원, 기존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이

익은 20원이라고 하자.  지배주주의 부는 52원이므로(80원 × 40% + 20원),

52원 이상이 대가로 지배주주에게 지급되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

지배주주의 위임을 받은 증권사가 매각공고를 내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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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는 네 곳의 인수희망인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인수희망인 A는 시장 내에서 평판도 좋고, 기업가치 상승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인수 후 전체 주식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우량한 대기업이나 사모투자펀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A사가 대상

회사를 인수하면 전체 기업가치를 140원으로 올리고, 사적이익도 30원으

로 늘어나서, A사의 부는 74원(110원 × 40% + 30원)이 된다.  반면 인수희

망인 B는 시장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경영능력도 뛰어나지 않다.  그

렇지만 계열사 간 지원 등을 통해 사적이익을 늘리는 데에는 상당한 수

완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시장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평

판이 썩 좋지만은 않은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B사가 대상회사

를 인수하면 전체 기업가치는 오히려 95원으로 내려가지만, 사적이익은

25원으로 늘어나서, B사의 부는 53원(70원 × 40% + 25원)이 된다. 

인수희망인 C는 신생 투자자이다.  뛰어난 주식가치 증대 방안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액주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뛰어난 투자 능력을 가진 신생 사모투자펀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C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면 전체 기업가치를 120원으로 올리지만, 

사적이익은 20원으로 유지되어서, C사의 부는 60원(100원 × 40%+ 20원)

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수희망인 D는 M&A 거래 후 회사가 보유하는 뛰

어난 기술을 빼내어 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약탈자(looter)라고 보면

된다.  D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면 전체 기업가치는 70원으로 하락하지

만, D사는 대상회사로부터 50원 상당의 핵심기술을 가져가서 D사의 부는

58원(20원 × 40% + 50원)이 된다.

<지배주주 및 인수희망인 별 부의 변화>

Incumbent
A

(excellent)

B

(poor)

C

(unknown)

D

(looter)

공유(V–B) 80 110 70 100 20

사적이익(B) 20 30 25 20 50

전체가치(V) 100 140 95 120 70

지배주주 부 52

(=80×40%+

20)

74

(=110×40%

+30)

53

(=70×40%+

25)

60

(=100×40%

+20)

58

(=20×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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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market rule에 따르면, M&A 거래 이후 인수희망인의 부

가 모두 기존 지배주주의 부인 52원보다 크므로, 누가 인수인이 되든 거

래가 성사된다.  그런데 인수희망인 B, D의 경우에는 M&A 이후 전체 주

식가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M&A 거래가 성사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가치증가형 거래는 허용하고 가치감소형 거래는 좌절시켜야 한다는

M&A의 제1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M&A 거래 전 소액주주의

부가 48원(80원 × 6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B, D의 경우에

는 소액주주의 부가 M&A 거래 이후 침해되고, 따라서 M&A 제2목표 역

시 달성하지 못한다.  현행법은 가치감소형 M&A나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M&A를 전혀 저지하지 못한다.

<현행 market rule >

A

(excellent)

B

(poor)

C

(unknown)

D

(looter)

인수회사 부 74 53 60 58

소액주주 부 66 42 60 12

전체가치 140 95 120 70

거래성사여부
○

(74>52)

○

(53>52)

○

(60>52)

○

(58>52)

제1목표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제2목표
달성

(66>48)

미달성

(42<48)

달성

(60>48)

미달성

(12<48)

EU식 전부 의무공개매수 제도에서는 인수희망인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매각을 희망하는 모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고, 이

때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에게 제안하는 주당 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현재 지배주주의 주당 부가 1.3원이므로(52원 ÷ 40주), 인수희망인은 소액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제안해야 하고 이 경우 인수희망인이 지급

하는 금액은 78원(1.3원 × 60주)이 된다.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

는 경우 총 78원을 받음에 비해, 응하지 않고 회사에 잔존하는 경우 그

주당 부가 각각 66원, 42원, 60원, 12원이 되므로, 인수희망인 중 누가 실

제 인수인이 되든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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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 전부 의무공개매수>

A

(excellent)

B

(poor)

C

(unknown)

D

(looter)

공개매수참여
참여

(78>66)

참여

(78>42)

참여

(78>60)

참여

(78>12)

총 인수대금 130 130 130 130

인수회사 부 140 95 120 70

거래성사여부
○

(140>130)

×

(95<130)

×

(120<130)

×

(70<130)

제1목표 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

제2목표 달성 달성 달성 달성

소액주주들이 모두 공개매수에 응하면 인수희망인은 총 130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인수희망인 A를 제외하면, 인수 후

자신의 부가 130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M&A 거래는 성사하지 않게 된다.  

가치증가형 거래는 허용하고 가치감소형 거래는 좌절시켜야 한다는 M&A 

제1목표의 측면에서 보면, 인수희망인 B, D의 인수를 좌절시킨다는 점에

서 전부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이를 달성하지만, 가치증가형 거래인 인수

희망인 C의 인수 역시 좌절시킨다는 점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인수인이 주식 전체에 대해 동일한 주당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

는 EU식 전부 의무공개매수 제도 대신, 소액주주가 인수인에게 M&A 전

시장가치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자.  M&A 거래

전 소액주주의 부는 48원이므로, 소액주주가 회사에 잔존하는 경우의 부

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인수희망인

과 소액주주 간에 아무런 정보 불균형이 없다면, 인수희망인 A와 C의 경

우에 소액주주의 부가 각각 66원, 60원이 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 D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인수희망인 B, D의

경우 인수대금으로 총 100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M&A 거래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인수희망인 A, C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market rule

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되고 개정 제도로 인한 불리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M&A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치증가형 거래인 A, C는

성사되고 가치감소형 거래인 B, D가 좌절된다는 점에서 제1목표를 달성하

고, 어떤 경우든 대상회사의 소액주주의 부가 거래 전보다 적어도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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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점에서 제2목표도 완벽하게 달성하게 된다.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A

(excellent)

B

(poor)

C

(unknown)

D

(looter)

매수청구권
불행사

(48<66)

행사

(48>42)

불행사

(48<60)

행사

(48>12)

총 인수대금 52 100 52 100

인수회사 부 74 95 60 70

거래성사여부
○

(74>52)

×

(95<100)

○

(60>52)

×

(70<100)

제1목표 달성 달성 달성 달성

제2목표 달성 달성 달성 달성

다. 예상 문제점 및 반박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M&A 시장에 상

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여러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보았다.

(1) M&A 거래 수 감소 가능성

먼저 현행 제도 하에서와 비교할 때 전체 M&A 거래 수가 줄어

들 수 있다는 비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라고 보면, M&A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수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 거

래 수가 줄어들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수인이 회사를 경영할

기회가 줄어 들고, 소액주주가 애당초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적어

지며, 결국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된다는 논리이겠다.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제도에 비해 M&A 

거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현행 제도와 소

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를 비교할 때, 본 제도로 인하여 감소하는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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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치감소형 M&A이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M&A 뿐이다.  

앞서 4. 가.에서 본 그래프를 상기하자.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의 도

입으로 인하여 좌절되는 이러한 유형들의 거래가 증가한다고 하여 가치

증가형 M&A의 증가나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

소액주주들에게는 인수인이 M&A 거래 이후에 대상회사 주식가

치를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문제이다. 그 결과 시장에 잘 알려지

지 않은 인수인의 경우, 실현 가능한 주식가치 증대 계획을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더 많

은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리함에 처해지게 된다.

이 문제는 먼저 인수회사가 소액주주에 대해 향후 주식가치 증

대 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새로운 인수회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회사 지

배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소액주주가 알 방법이 없다.  합병이나 영업양수

도 거래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나 증권신고서(합병의 경우) 제출을 통해

M&A 거래를 왜 하는지가 공개된다.  그러나 주식양수도의 경우에는 이

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이 발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액주주가 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

록 인수예정자가 상세하게 인수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택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 문제로 인하여 인수인의 주식

가치 증대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인수인의 명성이나

규모를 보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정보공개만으

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다.

그렇지만 설사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이

인수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무임승차 문

제가 해결되어 인수인의 부가 증가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 본 사례에서

신생투자자 C를 생각하면 된다.  인수희망인 A나 C 모두 M&A 거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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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지만, 시장에 잘 알려진 인수희망인 A와 달

리, 인수희망인 C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정

보불균형 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을 선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인수희망인 C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지만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어 인수희망인 C의 부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매수청구

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인수희망인은 52원을 들여 40% 지분을 인수하

여 이를 60원으로 증대시키고 그 결과 8원의 투자차익을 얻지만, 만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100원을 들여 대상회사 지분 100%를 인

수하고 120원의 부를 모두 누리므로 20원의 투자차익을 얻게 된다.  전

자의 경우 투자수익률은 약 15%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20%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설사 소액주주들이 정보불균형 등을 이유로 역선택을 하더

라도, 이것이 주식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인수희망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3) 인수대금 증가 가능성

소액주주의 역선택 문제를 위와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애당초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인수희망인이 조달하여야 하는 인수대

금이 증가하므로, 이로 인하여 경영능력은 뛰어나지만 유보현금이 부족하

거나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인수희망인들이 거래를 포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금융기관이나 사모투자펀드,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일반 소액주주들에 비해 투자 상

품 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자금력도 있으며, 이를 분석할 유

인도 갖는다.  따라서 인수희망인은 이들 기관투자자들에게 향후 대상회

사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고, 인수금융을 받거나, 투자를 유

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가 매

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희망인 뿐만 아니라 인수희망인이 지정하

는 제3자로서 증거금 예치나 지급보증서 제출 등으로 지급능력이 확인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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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 사모투자펀드와 연기금 등의

역할과 M&A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매우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투자자들

은 경쟁적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므로, 자금력은 부족하나 사업

계획은 훌륭한 인수희망인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들을 공동투자자로

유치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향후 주식가치 증대가 예상되는 주

식을 시가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기관투자자들이 일종의 문지기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

은 향후 주식가치 상승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인수희망인에 대해서는 공

동투자나 인수금융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인수희망인과 그렇지 않은 인수희망인이 구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라.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

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이 발동(trigger)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투자

자 보호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독립 당사자

간의 경영권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

우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에게 매도 기

회 줄 필요가 없다.  지배권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법

상 지배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520 즉 새로운 인수회사가 특수관계인(계

열회사, 친족 등), 특별관계자(주주간 계약을 통한 공동지배 등) 등과 함

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이거나 대표이사 선

임, 이사회 절반 이상 선임 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

는 경우 소액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

지분 거래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모회

사 지분 거래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간접적 인수(indirect acquisition)

                                        
520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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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발동된다.521  경영권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지

배지분 이외의 모든 주식이 대상이 되고, 의결권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매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새로운 지배주주의 등장으

로 인한 주가 변동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인수희

망인의 인수 가능성이 공개되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입찰 방식(auction deal)의 경우 우선협상

자 선정일, 사적 거래 방식의 경우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등 인수인이 정

해지는 날 직전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가격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배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매수청구권은 지배지분 거래의 종결(closing)을 전제로 하여야 한

다. 지배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선행조건 미충족이나 해제

등으로 인하여 거래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지

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지배지분 취득 거래 종결 이후 10일 동안을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수인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입하게 하면 된다. 이 시점이 되면 지배주주

변경으로 인한 효과가 주가가 반영되므로, 소액주주로서는 이러한 주가와

거래가 공개되기 전의 주가를 비교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

므로 투자판단이 용이해진다.  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

일 새로운 인수인이 위 기한 내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보유 지분

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

다.

본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따라서 지배지분의 양도인(대상회사의 기존 지배주주)은 우선협상자

선정 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수

인(새로운 지배주주)은 경영권 거래 종결 즉시 매수청구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인수 목적, 회사의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요사항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

개하면 된다.

                                        
521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간접적 인수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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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M&A 소액주주보호 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거래의 대부분이 지배

지분의 사적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주목하였다.  

합병은 계열회사간 거래에는 많이 활용되지만,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 지

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

적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M&A 관련 소액주주 보호 수단들은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배지분 사적거래 방식의 주식양수도 거래에는 회사법이 사실상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특히 M&A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거래의 인수회사

나 대상회사의 소액주주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

과 인수회사 소액주주들은 M&A 거래를 주도하는 지배주주의 평가 오류, 

인수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부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대상회사 소액주주들은 대상회사 주식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거래를 통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 회사법 상 소

액주주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먼저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대상 거래의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간의 구분을 없애서,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

도록 하였다.  다만 실제 발동되는 요건을 현행보다 높여서, 인수회사가

순자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를 주주총회 결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양도회사의 경우 이

보다 요건을 더 상향 조정하여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보호수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합병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이

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되는 대상 거래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다만 계

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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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재조정하

였다.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변형된 형태의 의무공

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

우 소액주주를 과잉보호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수회사에게 소액

주주 보유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하는 대신, 소액

주주가 인수회사에게 보유 주식을 M&A 거래 직전의 시가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소액

주주는 새로운 지배주주가 향후 자신의 주식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되고, 인수회사 입장에서도 지배주

주에게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지 않으므로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외국에서의 M&A 논의들이나 입법례를 소

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진 M&A 거래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부가 지배주주의 기회주

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살피어, 

이러한 철저한 현실 분석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소액

주주 보호 제도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일부

입법론의 경우 현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M&A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부족하나마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법학에 대한 연구는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과 회사의 활동을 연구하

는 회사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 의식들

과 분석 방법들이 향후 우리나라 M&A 제도 연구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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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522

2012년523

대상회사/사업 양도회사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유형

하이마트 유진기업 롯데쇼핑 1조2480억 주식양수도

웅진코웨이 웅진 MBK파트너스 1조1915억 주식양수도

(2013 완료)

센트럴시티 킹덤 신세계 1조250억 주식양수도

한섬 개인 대주주 현대홈쇼핑 4200억 주식양수도

금호고속 금호산업 IBK PEF 등 3310억 주식양수도

대한시멘트 - 한앤컴퍼니 3000억 신주발행(회생)

제일유압 개인 대주주 Eaton 2000억 주식양수도

서울고속버스터

미널

금호산업 IBK PEF 등 2000억 주식양수도

넥스콘

테크놀러지

개인주주 넥스홀딩스

(유니슨)

1656억 주식양수도524

C&M울산케이블 한국유선미디어 JCN울산방송 1430억 주식양수도

                                        
522 계약체결일 및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10개 거래를 선별하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거래금액 등은 집계방식, 거래금액 미공개 등을 이유로 자료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대상회사나 대상사업이 국내에

있는 거래 중 실질적인 경영권의 이전이 발생한 독립당사자간 M&A 거래를

정리하였다.
523 2011년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2년에 종결된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건(주식양수도, 구주+신주) 및 현대모비스의 녹십자생명보험 인수 건이나

2010년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2년에 종결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제외하였다.  GIC, IMM, 어피니티, 베어링 등의 교보증권 지분

투자(1조2000억원), 스틱인베스트먼트의 LIG넥스원 지분 투자(4200억원) 등

경영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524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대주주들은 유니슨캐피탈과의 계약을 통해 지분 일부를

넥슨홀딩스에 출자하고, 지분을 매각하며 이와 함께 넥슨홀딩스는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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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25

대상회사/사업 양도회사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유형

ING손해보험 ING 그룹 MBK파트너스 1조8200억 주식양수도

네파 개인주주 MBK파트너스 6349억 주식양수도

STX에너지

(GS E&R)

오릭스 등 GS 6306억 주식양수도

(2014 완료)

웅진케미칼

(도레이케미칼)

웅진 도레이 4300억 주식양수도

(2014 완료)

H-Line 해운 한진해운 한앤컴퍼니 3000억 주식양수도526

(2014 완료)

티켓몬스터 리빙소셜 그루폰 2758억 주식양수도

(2014 완료)

대우일렉트로닉

스(동부대우)

자산관리공사

채권단

동부그룹 2726억 주식양수도

로엔 SK플래닛 어피니티 2658억 주식양수도

서울고속버스터

미널

IBK PEF 센트럴시티 2200억 주식양수도

약진통상 개인 대주주 약진홀딩스

(Carlyle)

2048억 주식양수도

                                        
525 KCM홀딩스의 코미코 지분 투자(1조7999억원), 신한스톤브릿지PEF의

SK인천석유화학 지분 투자(8,000억원) 등은 경영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코닝에 의한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3% 인수(2조102억원)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코닝의 합작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순수한 경영권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워서 제외하였다.
526 한진해운은 벌크선운송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한앤컴퍼니 PEF가 해당 신설회사 지분을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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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27

대상회사/사업 양도회사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유형

OB맥주 KKR

어피니티

Anheuser-

Busch Inbev

6조2350억 주식양수도

한라비스테온

(한온시스템)

VIHI LLC 한앤컴퍼니

한국타이어

3조8854억 주식양수도

(2015 완료)

ADT캡스 Tyco 칼라일 2조664억 주식양수도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BS금융지주 1조2269억 주식양수도

- 다음 카카오 9886억 합병528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

주

9467억 주식양수도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삼성전자 등 한화 8232억 주식양수도

(2015 완료)

LIG손해보험

(KB손해보험)529

개인 대주주 KB금융 6450억 주식양수도

(2015 완료)

현대로지스틱스 현대상선 등 오릭스

롯데그룹

6300억 주식양수도

광주은행 예금보험공사 JB금융지주 5002억 주식양수도

                                        
527 참고로 거래규모 기준으로 11번째 거래는 영업양수도 형태로 이루어졌다.  

IMM 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아이기스원과 현대상선이 각각 80:20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현대LNG해운이 현대상선으로부터 LNG사업부를 5000억원에

인수한 거래이다.
528 다음-카카오 합병의 경우 다음이 존속회사, 카카오가 소멸회사였지만

지배권의 이전(최대주주가 이재웅에서 김범수로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를

인수회사, 다음을 양도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비율 산정 당시 다음의

총주식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였다.
529 2014. 6. 최초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5. 3.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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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30

대상회사/사업 양도회사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유형

홈플러스 테스코 MBK파트너스 7조2000억 주식양수도

롯데첨단소재 삼성SDI 롯데케미칼 2조3265억 주식양수도531

(2016 완료)

삼성종합화학 삼성물산 등 한화케미칼 1조600억 주식양수도

동양생명보험 보고펀드 안방보험 1조338억원 주식양수도

KT렌탈

(롯데렌탈)

KT 호텔롯데 등 1조 200억 주식양수도

팬오션 - 하림그룹/JKL 8500억532 신주발행(회생)

동양시멘트

(삼표시멘트)

동양 삼표/KDB PE 7943억 주식양수도

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7228억 주식양수도

포스코특수강

(세아창원특수강

)

포스코

IMM PE

미래에셋PE

세아베스틸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6387억 주식양수도

OCI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OCI SK 4816억 주식양수도

(2016 완료)

                                        
530 아람코가 한진에너지로부터 S-Oil 지분을 매입한 거래(1조9829억원)의 경우

아람코가 이미 S-Oil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소프트뱅크에 의한 포워드벤처스(쿠팡)에 대한 투자

거래(1조1048억원)나 현대그룹의 의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 거래도 이로 인하여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  KB 컨소시엄의

공항철도 주식 인수(1조 2000억원)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건이라는 점에서, 

GS리테일에 의한 파르나스호텔 주식 인수(7600억원)은 계열회사 간 거래여서

제외되었다.
531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32 팬오션이 발행하는 8,500억원 상당 신주를 인수하고 회사채 1,579억원을

인수하였다.  제일홀딩스 등 하림그룹이 6800억원, JKL이 1700억원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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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533

대상회사/사업 양도회사 인수회사 거래금액(원) 유형

대우증권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2조3845억 주식양수도

로엔엔터테인먼

트

카카오 어피니티

SK플래닛

1조8742억

(현금 1조

1199억, 신주

7543억)

주식양수도

현대증권 현대상선 KB금융지주 1조2375억 주식양수도

두산공작기계 두산인프라코어 MBK파트너스 1조1300억 주식양수도

쌍용양회공업 산업은행 등 채

권단

한앤컴퍼니 8837억 주식양수도

두산DST 두산그룹 한화테크윈 6950억 주식양수도

라파즈

한라시멘트

라파즈 글렌우드

베어링

6225억 주식양수도

동양매직 글렌우드 SK네트웍스 6100억 주식양수도

팜한농 동부, 스틱 등

투자자

LG화학 4245억 주식양수도

카버코리아 개인 대주주 베인캐피탈 4169억 주식양수도

                                        
533 한화생명 등 투자자의 우리은행 소수지분 인수(2조4000억원)의 경우에는

경영권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CJ CGV 및 IMM의 마르스엔터테인먼트

인수(7919억원)의 경우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인수여서 제외하였다.  

롯데그룹의 현대로지스틱스 인수의 경우, 2014년 롯데그룹이 오릭스PE, 

현대상선과 함께 설립한 SPC(이지스1호)를 통해 이미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삼성전자가 2016. 11. 

분할하여 설립한 에스프린팅솔루션 지분을 HP에 매각하는 거래(1조1544억원)의

경우 본 논문 작성 당시 거래종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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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round 20 years since large scale M&A transactions have 

been first appeared in Korea after the IMF bailout in 1997.  Korean M&A 

transaction cases that have cumulated during this time provide ample 

empirical evidence on recurring trends in Korean M&A transactions, mainly 

due to indigenous corporate shareholding structures.  In this article, I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scheme in 

relation to such Korean M&A settings, and propose a more effective system to 

enable substantiv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Korean companies.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akeover transactions in Korea are 

structured in the form of sale and purchase of controlling shares in a target 

company.  The use of statutory mergers is generally limited to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rarely appears in takeovers in Korea.  Also, tender offers 

where the shareholders of a target company enjoy an equal opportunity to sell 

their shares are not very often utilized.  Among other possible hypotheses, 

such trend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high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Korean companies along with the expanded private benefits enjoyed by such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ary to this reality, Korean corporate law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private sale of controlling shares.  Mandatory bid rules which are widely 

adopted in many developed jurisdictions including the EU and Japan have not 

been adopted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not subject to fiduciary 

duty towards minority shareholders in a takeover situation and are free to sell 

their controlling stakes without considering the interes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striking contrast to statutory mergers and asset transfers 

where the selling and purchasing companies are required to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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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approval and dissenting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appraisal 

rights depending the magnitude of the transaction, there are virtually no 

corporate law devices in Korea that regulate the agency problem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private sales and purchases of controlling share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conomic impacts on minority 

shareholders in takeover transactions under a concentrated ownership 

structure.  Minority shareholders of an acquiring company require protection 

against risks stemming from over-valuation or self-interes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a 

target company in a control transaction can be largely affected by the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new controlling shareholder and change in the 

size of private benefit of control extracted after the transaction.

I suggest to reshape the minority protection mechanism regarding 

takeover transactions in Korea, to focus on more effective protection where 

needed.  Share acquisitions that have a large impac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acquiring companies should be subject to shareholders’ approval 

and appraisal rights such as in statutory mergers and asset transfers.  

However, the scope of minority protection review in control transactions need 

not be as extensive as in acquisi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 further argue that minority shareholders of a target company shall 

be provided with a right to sell its shares to the acquiring company.  However 

this proposal differs from the mandatory bid rule as adopted in the EU in that 

the put price shall be the market value which is not impact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takeover.  The EU Takeover Bids Directive tends to over-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by obliging the acquirer to offer the same 

control premium that is paid to the existing controlling shareholder.  The 

revised scheme as proposed offer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both the 

equal opportunities rule and the market rule since it should not frustrate value-

increasing transactions to the extent as the equal opportunities rule, and can 

filter value-decreasing transactions unlike the market rule mechanism.

Key words: takeovers, control transactions, mergers and acquisitions, private 

benefit of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s, mandatory 

bid, appraisal rights

Student Number: 2006-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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