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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독일의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최근 변화*

―우리나라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김 화 진
**

1)

Ⅰ. 머리말

독일의 기업들은 같은 규모, 기술력, 신용을 가진 미국 기업들에 비해 국제화

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낙후된 활동과 재무관리로 특징지어져 왔다. 여기에는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독일 기업들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금융시장의 현황 등

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에는 다시 독일의 정치, 역사, 문화적 환경이 전

반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이러

한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 는데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EU의 역내
시장 통합 완성 등이 큰 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독일 대기업들에 대한 절대

적인 향력을 행사해 온 독일의 은행들이 투자금융기관으로 변신하기 시작하

고 그로 인한 공백을 미계 기관투자자들이 메꾸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변

화는 가속화되었으며 유럽을 휩쓴 (미국, 국 기업들을 포함하는) M&A 열풍

이 그에 크게 기여하 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이른바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가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

어졌을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독일 사회 전반을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빠르다는 느낌을 준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독일을 거의 유일한 경쟁상대로 생각해 온 

미국에서도 자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업지배구조와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관측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 

1998년 독일의 다이믈러-벤츠(Daimler Benz)와 미국의 크라이슬러(Chrysler)가 

* 이 논문은 2002년 4월 26일 한국법경제학회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귀중한 코멘트를 해 주신 법경제학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미국변호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계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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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믈러-벤츠를 존속회사로 하는 국제적 합병을 단행하고(합병 후 회사의 이

름은 DaimlerChrysler AG: DCX) 이른바 GRS(Global Registered Share)라는 주

식이 등장함에 따라 그 관심은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외국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는데 2000년에 이루어진 국 보다폰

(Vodafone AirTouch)의 독일 만네스만(Mannesmann)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즈음하여 독일 전체가 앵 로색슨 스타일의 기업 문화, 자
본시장 원리를 접하게 되었다. 한편, 독일은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정비를 서둘러 대대적인 증권시장 구조 개편을 시도하 고 이제는 세

계적인 명성을 가진 뉴-마켓(Neuer Markt)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상당 부분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의 기

업금융과 증권시장의 최근 변화를 분석해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독일 기업들의 미국증시 동시상장과 독일 기업들의 국제적 M&A가 독
일의 제도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쳤으며 미국 증시 동시상장과 미국

기업과의 합병에서 발생하는, 크게는 미법-대륙법, 작게는 미국법-독일법간의 

상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해결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세계적인 자본시장의 개편에 대해 독일은 자국 기업과 시장의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을 하 는지도 같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환위

기 이후 미에서 발달된 제도들을 급속하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무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한 수 배우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이 에서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는 세 개의 사례를 고찰해 보는 방식을 택

하 다. 아래에서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최근 현황과 함께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 보다폰의 만네스만 인수, 뉴-마
켓의 발전과 성장 전략 등 세 개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시사점

들을 찾아본다.

Ⅱ. 독일의 기업과 자본시장

1. 독일 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1)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무수한 기업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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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기업들뿐 아니라 중소 기업들의 경쟁력과 독일 경제에의 기여도 유명

하다. 독일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EU 전체 GDP의 

24%를 차지한다.2)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은 미국식으로 분산된 기업의 소유구

조와 소유와 경 의 분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물론, 이는 미식

의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전제 하의 설명이다. 이에 대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독일의 기업들은 집중된 소유구조와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금융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증권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3) 1994년 현재 도이치 은행, 다이믈러-벤츠, 지멘스(Siemens) 

등 독일 3대 기업이 독일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3을 차지하 고 (810개 회사 

중) 상위 6대 회사가 시가총액의 1/2을 차지하 다.4) 증권시장의 미발달은 다

시 소유의 분산을 저해하고 벤처 캐피탈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을 주저하게 하

는 요인이 된다.5)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도 미약하여서 독일에서 내부자거래가 

1) 이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연구 문헌들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 상론하지 않
기로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현황은 김화진, M&A와 경 권(개정증보판, 박 사, 
1999), 68-73; Hwa-Jin Kim,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s from Germany,” 26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371(1995)에 
정리되어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독일의 기업과 자본시장의 현황을 정리한 문헌으로 
Stefan Prigge, “A Survey of German Corporate Governance,”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943(Klaus J. 
Hopt 외 편 1998) 참조. 최근의 동향에 대한 서베이는 Martin Höpner,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Ten Empirical Findings on Shareholder Value and Industrial 
Relations in Germany(Working Paper, October 2001), available at <http://papers.ssrn. 
com/paper.taf?abstract_id=287460> (SSRN) 참조.

2) “Germany: Can Europe's Top Economy Lead the Continent to Reform?,” 
BusinessWeek(2001년 11월 19일자) 24 참조.

3) Peter O. Mülbert, “Bank Equity Holdings in Non-Financial Firms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Case Study of German Universal Banks,”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445(Klaus J. 
Hopt 외 공편 1998); Gary Gorton and Frank A. Schmid, “Universal Banking and the 
Performance of German Firms,” 58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9(2000) 참조.

4) Jeffrey N. Gordon, “Pathways to Corporate Convergence?: Two Steps on the 
Road to Shareholder Capitalism in Germany: Deutsche Telekom and Daimler Chrysler,” 
5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219, 220(1999) 참조. 2001년 말 기준으로 프랑
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는 독일회사 912개, 외국회사 4,865개가 상장되어 있다.

5) Bernard S. Black & Ronald J. Gilson, “Does Venture Capital Require an Active 
Stock Market?,” 11-4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36(1999) 참조. 이 논문의 
국문 번역은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2001) 349면 이하 참조. 이 은 Bernard S. Black 
& Ronald J. Gilson, “Venture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Capital Markets: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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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규제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6) 기업의 성장전략이나 구조조

정 수단, 경 자 통제 수단으로서의 M&A의 역할도 저조하며 따라서 자본시

장 전체에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법률과 제도가 경제의 효율성에 상당한 

향을 미치며 소유의 분산과 경 자 통제장치의 발달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

한 요소라고 보는 미국식의 관점에서는7) 독일 경제의 발달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독일식 기업지배구조의 근원과 향후의 전망에 

versus Stock Markets,” 47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43(1998)의 요약판이다.
6) 독일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감독체계에 대한 개관으로는 Gunnar Schuster, 

Die internationale Anwendung des Börsenrechts 77-93(1996); Siegfried Kümpel, 
Bank-und Kapitalmarktrecht 1135-1328(1995) 참조.

7)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하며 특정 기업이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때 

그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
고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 전체의 상황과도 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실적이 
나쁜 미국 회사의 독일 내 100% 자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에는 기업지배구조가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더구나 비중이 높은 요소도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이 

등장한다. 극단적으로, 사외이사도 없고 M&A의 위협도 없어서 불충실한 경 자가 경

하는 기업이라 해도 그 사회에 특유한 강력한 노동윤리와 저임금 구조에 의해 근로

자들이 훌륭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한 제품의 판매가 정부의 지

원을 받는 경우 그 회사의 실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발
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실적간에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과는 달리 실증
적이고 이론적인 증거가 나와있지 않다. 더구나, 회사법과 기업의 실적간의 상관관계는 
더 모호한 것이다. 버얼리-미인즈 이후 미국의 회사법학은 기업의 지배구조, 나아가 회
사법과 기업의 효율성, 경쟁력간의 상관관계를 전제하고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 소유가 집중된 기업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외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회사
지배구조론의 등장 이후 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소유가 집중되고 
경 구조가 전혀 다른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 전혀 손색없는 제품을 생

산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적인 시각에서 볼 때 후진적
인 지배구조가 팽배한 한국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의 기술력을 경쟁력으
로 연결시키는 데 작용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그 비중을 절대 과대평가 해서는 

안됨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다는 일반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금융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실증

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기업금융의 경쟁력이란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감
소를 의미한다. 이는 명백히 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개발도상
국에 있어서 현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기업지배구조론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부

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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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온 바 있으며 현재 상당한 수준의 이해에 이르러 

있다. 그 연구의 초점은 미국과 판이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보유한 

독일이 미국에 못지 않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과, 세계시장의 통

합과 EU의 역내 시장 통합이 독일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있다. 

전통적으로 종업원과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는 독일의 기업 경  문화와 그를 

지원하는 제도가 주주이익 중심의 세계적인 조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이다.

2. 독일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그 배경

미국에 이어 서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아는 것은 세계적인 조

류를 확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심

에 의해 독일을 관찰하지만 미국이 독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학계에서는 미국과 전혀 다른 법체계와 제도를 보유

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인 독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어 온 바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 논의와 관련하여서

도 독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유와 경 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는8) 미국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이론의 중심적인 연구 과제이며 미국의 회사법은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원리(이사의 충실의무)의 발견과 그 집행 메커니즘

(주주대표소송)의 고안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9) 회

8) 기업의 경 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남의 도움을 받

아야 하는데, 통상적인 사람들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에 이 대리인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박 사, 2000), 441 
이하; Michael C. Jensen &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5(1976); Eugene F. Fama & Michael C.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26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01(1983) 참조.

9) 한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조직원리 뿐 아니라 기업들이 누구
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경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 행동원리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각국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미국에서 가장 선명한 형태로 다루어져 온 다분히 미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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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소유하지 않고 지배만 하는 경 자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

동하도록 하게 하는 구조적 장치의 마련, 즉, 경 자들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을 위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단계를 거쳐왔는데 첫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비된 바 있는 이사회 기능 제고론, 둘째는 1980년대의 M&A의 

경 자 통제론, 셋째는 1990년대의 기관투자자역할론 등이 그것이다.

버얼리-미인즈는 미국의 회사지배 규범적 모델이 주주들의 위임에 의한 이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허구에 불과함을 1932년

에 이미 설파한 바 있다.10) 이사회가 기업의 운 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

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경 자들이 내리며 주주총회가 

이사들을 선임한다기보다는 경 자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이었다. 이 경 자들은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안건을 자유롭게 조종하고 자신들의 

보수를 설정한다. 즉, 버얼리-미인즈는 미국의 모든 회사법전이 부여하고 있는 

주주총회-이사회의 라인을 따른 회사의 의사결정권 모델은 비현실적임을 지적

하 다. 1960년대의 미국 학계는 이 문제를 이사회의 기능과 조직을 개선함으

로써 해결할 방법을 찾았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따라서 특

별한 제도상의 개혁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런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버클

리 대학교의 아이젠버그(Melvin A. Eisenberg) 교수는 이사회가 회사의 의사결
정기구라는 모델의 비현실성을 이사회의 개혁을 통해 억지로 성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역할을 아예 바꿈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

하 다.11)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개념과 감사위원회의 개념이 

여기서 유래한다. 즉, 이사회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

진을 감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수적

이므로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가 다수를 차지하

것이다. 이 문제는 대리인 비용 문제와도 표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Robert 
Charles Clark, Corporate Law ch. 16(1986); Detlev F. Vagts, Basic Corporation Law 
121-130(3판, 1989) 참조.

10) Adolf Berle & Gardiner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1932).

11) 아이젠버그 교수의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바도 있는 동 교수의 저서에 
집약되어 있다. Melvin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A Legal 
Analysis(1976): 송상현-김건식, 주식회사법리의 새로운 경향(경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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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사회의 구성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경

진보수결정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등이 등장하게 된다. 아이젠버그

의 모델에 의하면 이사회는 경 진의 회사경 을 감독하고 경 진을 선임, 해

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하게 된다.12) 이사의 선임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안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논의

에 꼭 맞춘 것과 같은 모델을 제공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와 경 위원회의 2원적 이사

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제도가 미국에서 자연스러운 관심을 모은 바 

있고13) 이러한 측면에서의 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적대적 기업인수 붐은 학자들에게 

경 자통제 장치로서의 M&A의 효능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유발하 다. 이사

회의 역할 재구성을 통한 개혁 논의는 상대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상실하 으며 

이 시기 이후 미국의 학자들은 이른바 회사 경 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경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14) 법과 제도는 이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의견

의 일치를 이루었고 이 분야는 이제 미국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연구와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분야를 형성한다.15) 이러한 M&A 붐과 그를 규제하기 

12) 블랙 교수에 의하면 사외이사의 1차적 존재이유는 이사회의 사업적 판단 능력 
제고가 아니라 내부자들에 대한 통제이다. 실제로 미국 이사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는 사외이사들의 존재가 회사의 효율성과는 무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
사들의 존재는 내부자들의 자기거래 억지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낙후

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Bernard 
S. Black, “The Core Fiduciary Duties of Outside Directors,” Asia Business Law Review 
3(July 2001); Bhagat & Bernard Black, “The Uncertain Relationship Between Board 
Composition and Firm Performance,” 54 Business Lawyer 921(1999) 참조.

13) Detlev F. Vagts, “Reforming the ‘Modern’ Corporation: Perspectives from the 
German,” 80 Harvard Law Review 23(1966); Guenter H. Roth, “Supervision of 
Corporate Management: The ‘Outside’ Director and the German Experience,” 51 North 
Carolina Law Review 1369(1973) 등 참조.

14) 기념비적인 연구는 Henry G. Manne, “Mer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73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110(1965). 또,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Proper Role of a Target's Management in Responding to a 
Tender Offer,” 94 Harvard Law Review 1161, 1165-74(1981); Joseph A. Grundfest, 
“Just Vote No: A Minimalist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Barbarians Inside the 
Gates,” 45 Stanford Law Review 857, 873-901(1993) 참조.

15) 실제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경 진의 비효율성이나 부정직으로 인해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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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미국 정부의 제도정비 작업, 적대적 M&A를 둘러싸고 발생한 무수한 대규

모 소송 등을 통해 미국의 관련 법학은 눈부시게 발전하 으며16) 그러한 거래들

이 모두 자본시장을 통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증권관계법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M&A의 경 자 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독일의 기업

들이 왜 잘 경 되고 있는가가 제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17)

그러나 미국에서의 그러한 흐름은 1980년대 말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는데 
M&A 시장을 떠받치던 활황의 증권시장이 1987년에 붕괴하 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제정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입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판정되기 시작하 으며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회사 경 진의 적대적 M&A에 대

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넓혀 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미국 M&A 시장은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따라서 경 자 통제 장치로서의 

M&A의 역할도 다소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거의 동시에 미국 회사들
의 이사회에서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제왕의 지위를 누리던 것으로 알려지던 

저명한 전문경 자들이 축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 는데 그 

배후에는 버얼리-미인즈의 저서가 발간된 후 수십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

화한 미국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증권시장의 발

전과 기업규모의 증대는 증권시장의 기관화를 불러 일으켜 이제 상당수 미국 

대기업들의 주식은 연기금을 위시한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

고 이들은 경 의 효율성과 그를 반 하는 주가를 가장 중요한 자산운용 기준

으로 삼고 있어 경 진을 통제할 강력한 유인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 다. 미

되어 있는 회사를 항상 탐색하고 있고, 그러한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인수한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 할 능력과 태세를 갖춘 전문

경 인 풀 또는 회사 고객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작업에 필요한 자금도 단

시간 내에 조달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M&A의 위협은 미국의 경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현실적이며 언제나 의식해야 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16) 가장 잘 알려진 교재는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2판 1995).
17) 반면, 이 시기에는 독일에서 M&A에 대한 초기적인 연구들이 다수 출현하 다. 

Winfried Werner, Probleme ‘feindlicher’ Übernahmeangebote im Aktienrecht(1989); Jutta 
Stoll, “Rechtliche Aspekte von ‘feindlichen’ Übernahmen von Aktiengesellschaften,” 44 
Betriebs-Berater 301(1989); Ruth Lüttmann, Kontrollwechsel in Kapitalgesellschaften 
(1992); Jürgen Reul, Die Pflicht zur Gleichbehandlung der Aktionäre bei privaten 
Kntrolltransaktionen(1991) 참조. M&A에 관한 그 외 이 시기의 독일 문헌들은 Kim, 
위의 논문, 388-3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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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학계는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경 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의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 는데18)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역

할이 전무함이 인식되었고 은행에 의한 소유의 집중을 큰 특징으로 하는 독일

과 일본의 제도가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비교회사지배구조론

의 기원이 된 것이다.19) 미국 학계의 독일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고조된 바 있고 이는 아직도 유지되어 있다.

3. 역사적 개관20)

18) 기관투자자들은 활동적인 주주로서 경 자 통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그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인 제약을 제거 내지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시

각은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유와 경 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 버얼리-미인즈의 생각을 승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Bernard S. 
Black, “Agents Watching Agents: The Promise of Institutional Investor Voice,” 39 
UCLA Law Review 811(1992); Ronald J. Gilson & Reinier Kraakman, “Investment 
Companies as Guardian Shareholders: The Place of the MSIC in the Corporate 
Governance Debate,” 45 Stanford Law Review 985(1993); Joseph Grundfest, “The 
Subordination of American Capital,” 27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9(1990) 등이 
이러한 시각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이 제
기되었다. John C. Coffee, Jr., “Liquidity Versus Control: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Corporate Monitor,” 91 Columbia Law Review 1277(1991); Edward B. Rock, “The 
Logic and (Uncertain) Significance of Institutional Shareholder Activism,” 79 
Georgetown Law Journal 445(1991); Roberta Romano, “Public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Reconsidered,” 93 Columbia Law Review 795(1993) 참조.

19) 미국에 있어서 비교기업지배구조론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에 관한 관심의 고양이었으며 여기서 당시 컬럼비아 법대(현 하버드 법대) 마크 로
(Mark J. Roe) 교수의 1994년 저서 Strong Managers, Weak Owners: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가 등장한다. 이 기념비적인 저서에서 로 교수는 
미국의 은행들이 자산 규모면에서 독일이나 일본의 은행에 비해 대단히 작으며 원칙적

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 다. 로 교수에 의하면 그 이유는 바로 20세기 초기에 내
려진 미국 정치의 결정에 있으며 버얼리-미인즈가 설파한 미국 대기업의 소유와 경  

분리는 바로 그러한 정치적 결정에 기인하고 소유와 경 의 분리는 시장에서의 적자생

존 경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진화한 모델은 아님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로 교수에 
의하면 독일과 같은 소유집중형 기업들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의 경쟁력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형태가 진화론적으로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후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 Hopt, 앞의 논문; Gregory Jackson, “The Origins of Nonliberal 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and Japan,” in The Origins of Nonliberal Capitalism: 
Germany and Japan Compared 121(Wolfgang Streeck & Kozo Yamamura 공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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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은 (종업원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Aufsichtsrat)

와 경 위원회(Vorstand)에 의한 2원적 이사회에 의한 회사 경 과,21) 은행에 

의한 기업 소유의 집중 두 가지이다.22) 이들로부터 독일의 기업경 과 자본시

장의 구조적인 거의 모든 특성이 유래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독일의 2원적 이사회는23) 회사의 설립이 국가의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된 1870년에 기원한다.24) 독일에서 회사의 설립은 종래 각 주 정부의 특
허 사항이었으며 철도회사와 무역회사들이 각각 1838년의 철도법과 1843년의 

프러시아 주식법에 의해 설립된 바 있다. 그 후 1861년에 이르러 관세동맹의 

John C. Coffee, Jr., “The Rise of Dispersed Ownership: The Role of Law in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111 Yale Law Journal 1, 51-58(2001); George 
Bittlingmayer, “Output, Stock Volatility, and Political Uncertainty in a Natural 
Experiment: Germany, 1880-1940,” 53 Journal of Finance 2243(1998).

21) 독일의 2원적 이사회 구조는 대기업의 감사위원회에 종업원 대표가 1/2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일 대기업들의 경 효율성에 제약 요소인 것으로 이해되

어 왔다. 종업원 대표들이 회사의 경 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독일 대기업의 경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제공

되는 정보를 가급적 제한하려 하게 되었고 이는 감사위원회의 경 위원회 감독기능 저

하로 연결되었다. 이 때문에 독일의 대기업들이 종업원 대표를 배제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독일의 법원들은 종업원 대표를 완전히 배제한 위

원회의 구성은 위법한 것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Gordon, 앞의 논문, 232 참조. 2원
적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Hopt, 앞의 논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22) 일반적으로, 김건식, “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1호
(1997), 106 참조.

23) 일반적으로, Hopt, 앞의 논문, 227 참조.
24) 2원적 이사회제도의 원조는 독일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프랑스는 이를 

1856년에 도입한 바 있다. 프랑스는 2원적 이사회 제도를 1867년 상법에 규정하 는데 

이는 1940년 비시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가 1966년에 다시 선택 사항으로 부활하 다. 
그러나, 2원적 이사회는 프랑스에서 현재 그다지 널리 채택되고 있지 않아서 프랑스 회
사 전체의 2% 미만, SBF 120 편입 회사의 18%만이 그를 채택하고 있다 한다. Lauren 
J. Aste, “Reforming French Corporate Governance: A Return to the Two-Tier Board?,” 
32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1(1999) 참조. 또, 
James A. Fanto, “The Role of Corporate Law in French Corporate Governance,” 31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1(1998) 참조. 유럽 국가 전체의 현황에 관하여는 
Eddy Wymeersch, “A Status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Rules and Practices in 
Some Continental European States,”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1045(Klaus J. Hopt 외 공편 1998) 참조. 프랑스 외
에 벨기에가 2원적 이사회 제도를 선택 사항으로 하고 있다. 2원적 이사회는 독일, 스
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태리, 스페인, 포
르투갈, 그리스, 국, 아일랜드 등은 1원적 이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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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각 주간에 일반 상법의 제정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프러시아 주식법

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특허주의는 회사의 채권자들과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견지되었고 경 위원회는 회사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며 주주와 국가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회사설립의 준칙주의

를 채택한 1870년의 상법 개정으로 변화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국가의 특허부

여가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즉, 감사위원회는 단
순히 주주들의 경 에 대한 감독 장치의 차원을 넘어 공익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도입되었던 것이다.25) 주주총회, 감사위원회, 경 위원회 3자간의 관계가 

당시 명확히 설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감사위원회는 주주들이 소수의 대표를 

선임하여 회사의 경 을 감독하도록 하던 실제의 관행을 제도화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한편, 종업원 대표의 경 참가는 독일의 유서 깊은 사회민주주의 사조에 기

원하는 것으로서 1848-49년의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특히 철강-석탄산업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구체화되어 온 역사를 가지

고 있다. 종업원의 회사경  참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 1922년에 입법화

되었는데 이 제도는 나치시대에 폐지되었다가 2차 대전 후 여러 가지 우여곡

절을 겪은 후 다시 정비되어 현재에 이른다.26)

독일 기업들의 특히 은행에 의한 소유의 집중과 자본시장의 낙후화는 대규

모 은행의 육성정책을 채택하 던 비스마르크에 기원한다고 한다. 중공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비스마르크가 시행한 은행 지원은 독일에 있어서 증권

시장의 발달에 결정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비스마르크는 제

국 중앙은행의 탄력성 있는 재할인율 정책 시행을 통해 독일의 은행들이 거의 

무제한의 차입에 의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에 따라 독일의 

산업은 은행 차입에 의한 금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고 직접금융의 필요성

은 인식되지 못하 다. 카피(Coffee)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면 

25) Hopt, 앞의 논문, 230 참조.
26) Friedrich Kübler, Gesellschaftsrecht 404-421(5판 1998);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483-492(3판 1997); Mark J. Roe, “German Co-Determination and 
German Securities Markets,” 1998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167; Herbert 
Wiedemann, “Codetermination by Workers in German Enterprises,” 28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9(1980); Brian R. Cheffins, Company Law: Theory, 
Structure and Operation 554-601(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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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증권시장이 발달해 나갔을 것

이고 그에 따라 독일 기업들의 소유도 분산되었을 것이라고 한다.27) 나아가 

독일 정부는 증권시장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개입하여 증권시장의 

발전에 큰 타격이 될 만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888

년과 1891년 사이에 독일의 일부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대규모의 스캔들이 발생하 고 그로 인한 정치적 소요가 뒤따랐던 바, 
독일 정부는 3년간의 연구 끝에 1896년의 증권거래소법(Börsengesetz)을 제정

하게 된다. 당시 이 법의 내용은 증권의 거래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독

일에서의 증권시장의 발달을 사실상 중단시킨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28) 독

일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혐오하 고 독일의 산업화는 은행차입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이러한 역사는 소유의 집중과 분

산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법체계의 차이나 경쟁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법칙

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된 것임을 보여주

기도 한다.29)

4. 최근의 제도 개선 동향30)

가. 독일 회사법의 개혁

독일의 회사법과 자본시장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

년대 중반부터이다. 여기에는 EU의 회사법 및 금융시장 통합입법에 의한 국내

적 의무의 이행도 포함되지만 세계화의 진행과 그에 의한 기업 환경의 변화가 

27) Coffee, 앞의 논문(Dispersed Ownership), 55면.
28) 1896년의 증권거래소법 제정 이전에도 독일은 증권거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

고 있었는데 이는 1990년에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주식의 거래에 제약
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외거래를 촉진시켰고 독일의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증권거

래를 내부화 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즉, 10,000주의 매수와 8,000주의 매도는 은행 
내부의 네팅을 통해 2,000주의 매수가 된다. 이 결과 소규모 중개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주주들은 주식의 명목적 소유를 거래 은행으로 하면 조세회피가 훨씬 용
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독일에서 무기명 주식이 선호되고 은행들이 고객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는 소유의 집중에 더해 은행에 의
한 기업지배를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발달에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Coffee, 앞의 논문
(Dispersed Ownership), 56-57면.

29) Coffee, 앞의 논문(Dispersed Ownership), 58면.
30) Gregory Jackson, 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and Japan: Liberalization 

Pressures and Responses during the 1990s(Working Paper,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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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원인이 되었다. 1990년 10월의 통일에 따른 경제의 변화도 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시작된 M&A 붐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도 큰 향을 

미쳤던 바 그를 통해 미식의 회사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원리가 독일에도 

전파되었고 증권시장의 발달은 미계 기관투자자들의 독일 기업들에 대한 투

자를 증가시켜 그들을 통해 주주이익 중심의 모델이 점진적으로 독일에 유입

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변화에 의해 독일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우선, 1989년, 1994년,31) 1997년에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 2, 3차 자본

시장육성법(Finanzmarktförderungsgesetze)이 제정되었으며, 독일에 있어서의 제

도 개선은 1998년의 기업경 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KonTraG)의 제정과 그에 따른 주식법 

개정으로 그 절정에 이른 바 있다.32) 독일 정부는 KonTraG의 제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 는데 첫째, 독일 회사법은 추후 강행규정을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둘째, 회사의 지배구조는 가능하

면 각 회사들의 자율적인 조직에 의할 것, 셋째, 회사법은 공개회사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요청 ―주주이익 중시의 경 전략을 포함― 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적기에 제공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1994년 법은 연방증권관리위원회(Bundesaufsichtsamt für den Wertpa-

pierhandel: BAWe)를 출범시켜33) 새로 도입된 내부자 거래 규제와34) 대량 주

31) 제 2차 입법조치는 독일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의 제정을 포함한
다. 독일의 학계는 증권거래법 제정 다음 해에 이 법의 주석서를 선 보인 바 있다. 
Heinz-Dieter Assmann & Uwe H. Schneider 편, Wertpapierhandelsgesetz: Kommentar 
(1995) 참조. 이 주석서의 2판은 1999년에 발간되었다.

32) 이 법의 초안에 대한 독일 학자들의 독일 의회 청문자료는 Die Aktiengesellschaft 
특별호(1997년 8월) 참조. 국내 자료로는, 안수현, “최근 독일의 주식법 개정동향”, 서울
대학교 법학 제38권 2호(1997), 154 참조.

33) 이 기관의 웹 사이트는 <http://www.bawe.de>이며 그에 게재된 연차보고서들은 
독일 자본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사이트는 2002년 5월 1일부로 
연방금융감독청 사이트로 개편되었다: <http://www.bafin.de>.

34) Ursula C. Pfeil, “Finanzplatz Deutschland: Germany Enacts Insider Trading 
Legislation,” 11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137(1996); Daniel James Standen, “Insider Trading Reforms Sweep Across Germany: 
Bracing for the Cold Winds of Change,” 36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77(1995) 참조. 독일은 이전에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내부자거래 금지 모범규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Joseph Blum,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in Germany: Who's 
Afraid of Self-Restraint?,” 7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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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취득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에 대한 제반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35) KonTraG는 Metallgesellschaft 사건이나 Holzmann 사건 

등을 포함, 1990년대에 독일에서 발생한 몇 건의 대규모 기업 부실과 관련하

여 제정된 것으로서 기업경 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위원회의 경 감시 기능 

향상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기업들의 대표적인 경 권 방어장

치들 중 하나 던 정관에 의한 의결권 상한 설정을 위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36) 또한, KonTraG는 은행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

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자기주

식 취득을 허용하고 스탁옵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미국식의 회사법 

제도를 다수 수용하 다. 이 법은 다각도로 비판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규모 축소는 노

동계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 다.37)

흥미 있는 것은 이러한 제반 입법 조치들이 독일 내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기업의 경 과 자본시장의 운 을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접근시키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이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는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보

여 주고 있다.38) 후술하는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과 보다폰의 만네스만 인

수 과정이 독일의 법과 제도에 향을 미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 해 

준다. 독일의 자본시장 관련 개혁 조치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 3월 22일 독일 연방하원은 투자자보호 장치의 개선과 불공정거래에 

507(1986) 참조.
35) 이전에는 독일 9개의 증권거래소가 소재한 각 주 정부가 증권시장을 감독하

고 지금도 연방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 정부와 각 증권거래소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증권관리위원회(2002년 5월 1일부터는 연방금융감독
청)와 긴 한 협력 관계에 있다.

36) 주요 내용은 Ulrich Seibert, Control and Transparency in Business (KonTraG):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Germany(1998), <http://www.bmj.bund.de> 참조. 또, 
Peter Hommelhoff & Daniela Mattheus, “Corporate Governance nach dem KonTraG,” 
43 Die Aktiengesellschaft 249(1998) 참조.

37) 독일 학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
고 2원적 이사회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이 1원적 이사회 제도를 
채택하거나 회사가 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Hopt, 앞의 논
문, 256-257 참조.

38) Gregory Jackson et al.,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any in Germany and 
Britain 32-35(Anglo-German Foundation Report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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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자본시장육성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5월 1일자로 독일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의 제

반 분야를 통합하는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새 감독기구의 명칭

은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이다

(http://www.bafin.de).

나. 기업지배구조 규준

한편,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도 10인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의 작업 결과가 

2000년 1월에 OECD의 모범규준을 참고한 독자적인 모범규준의 형태로 발표

되었다.39) 독일 정부는 동년 5월에 동 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작업을 의뢰하여 
동 위원회는 2001년 7월에 방대한 규모의 의견을 슈뢰더 총리에게 제출하

다.40) 이 의견은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개정

을 제안하는 150개의 방대한 건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정부는 현재 이 의

견을 반 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 건의에 의해 조직된 별도의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 17일 채택, 독일 정부는 그를 공표하 다.41)

이 규준은 종래 독일 국내외에서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가해졌던 

크게 다섯 가지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서, (1) 주주이익에 대한 배려의 부

39) German Panel o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Rules for 
Quoted German Companies(July 2000), <http://www.corgov.de/download/code0700e.pdf>. 
OECD 모범규준에 대한 독일에서의 소개로는 Ulrich Seiber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Grundsätze der Unternehmensführung und-kontrolle für die 
Welt,” 44 Die Aktiengesellschaft 337(1999) 참조.

40) Theodor Baums 편, Bericht der 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2001), <http://www.otto-schmidt.de/corporate_governance.htm>. 요약 문은 German 
Government Panel on Corporate Governance: Summary of Recommendations(November 
2001),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paper.taf?abstract_id=290583> (SSRN). 이 위원
회는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Theodor Baums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이치 텔레콤, 알리
안츠 등 대기업들의 CFO,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 Hilmar Kopper 도이치 은행 감사위원회 
의장, 독일 금속노련(IG Metall) 위원장 등 모두 2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41) <http://www.corporate-governance-code.de/index-e.html> 참조. 이 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건의한 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ThyssenKrupp의 Cromme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이치 은행의 Breuer 회장을 포함한 재계의 대표들과 기타 전
문가들을 포함 모두 13인으로 구성되었다. 학계에서는 본 대학교의 Marcus Lutter 명예
교수가 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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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42) (2) 2원적 이사회 구조, (3)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5)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한계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규

준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이 규준의 준수 여부와 준수하지 않

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의무로 하는 (이른바 ‘comply-or-explain’) 입법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독일의 대기업들도 자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43) 슈뢰더 총리는 위 첫 번째 위원회
에 대한 2000년 5월 29일자 서한에서 특히 동 위원회가 인터넷을 포함한 현

대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와 개선된 경

참가에 어떤 가능성을 제공할 것인지와, 신생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보다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의 회사법 개혁, 독일기업의 외국증시 동시상장이 

가지고 올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44)

42) 이 규준은 서문에서 주주의 권리, 주주이익 중심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한스만-크라크만에 의하면 주주이익 중심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모델이 
된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작용하 다. 첫째는 그 효율성이다. 대개의 경우 회사
의 궁극적인 소유자들인 주주들의 이익은 계약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데 주주

들의 이익보호는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들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된
다. 주주들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계약과 규제에 의해 보호되게 되므로 
주주들의 이익 보호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관계에 있게 된다. 주주 이외의 다
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계약이나 규제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그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지배에 참여시

키는 것은 별개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둘째는, 서로 다른 모델을 채택한 국가간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의 결과가 주주이익 중심 모델의 우수성을 말해 준다고 한다. 미국
과 국의 경제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경제에 비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음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물론, 1980년대의 일본과 독일경제의 경쟁력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현
상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1960, 70, 80년대 미국 경제의 지배적
인 모델은 주주이익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경 자 중심의 모델이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 한다. 셋째는 주주이익 중심 모델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이 모델을 채택한 회사
는 국제시장에서 저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대한 투자

가 용이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이 
추구하는 이익의 주체는 투자수익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규모의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89 Georgetown Law Journal 439(2001) 참조.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김화진, “국제기업지배구조론”, 주식(증권거래소, 2001. 11), 52-57 참조.

43) 예컨대, Deutsche Bank,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March 2001), 
<http://ircontent.db.com/ir/data/corpgovernance_en.pdf> 참조.

44) Baums 편, 앞의 보고서, 2면 참조. 1993년 다이믈러-벤츠의 ADR 상장 이후 독
일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2년 3월 5일 현재 NYSE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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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건의는 기업금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 내지 

검토할 것도 제안하고 있는데 그에는 중간배당제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신

종 주식 옵션(naked warrants, contingent shares 등), 상환주식, 트래킹 스탁

(tracking stock)45)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위 건의는 삼각합병제도나 소수주

주 축출(squeeze-out) 등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에 관하여도 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소수주주 축출 제도는 실제로 2002년 1월 1일자로 주
식법에 도입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그 외, 위 건의는 종래 독일에서

는 흔히 접할 수 없었으나 미식의 자본시장과 기업지배, 기업금융의 유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경 진에 대한 성과비례 보수,46) 경 판단의 원칙,47) 임원 

두 16개의 독일 기업들이 ADR 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GRS를 상장하고 있다. GRS를 
상장한 기업은 다이믈러-크라이슬러, 도이치 은행, 셀라네제(Celanese) 등 3개 회사이고 
나머지 13개 회사는 모두 ADR을 상장하고 있다. 나스닥에는 2002년 3월 8일 현재 모두 
12개의 독일 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그 중 11개 회사가 ADR, 1개 회사가 원주를 상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기업의 미국 증시 진출 문제를 논한 초기 연구들로 
Helmut Loehr, “Börsenzulassung in den USA für deutsche Unternehmen,” 48 Wertpapier 
Mitteilungen 148(1994); Dirk Schiereck, “Zur Notierung deutscher Aktiengesellschaften 
an ausländischen Börsenplätzen,” 38 Die Aktiengesellschaft 319(1993) 참조. 2002년 3월 
5일 현재 NYSE에는 53개국의 468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나스닥에는 NYSE와 아메리
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이들 대다수는 ADR을 상장하고 있으며 보통주식을 상장한 기업들도 있고 다이믈
러-크라이슬러 상장시 만들어진 GRS를 상장한 기업도 있다. ADR의 비중은 최근 급등한 
바 있는데 이에는 동구권과 남미 기업들의 민 화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한다. John 
C. Coffee, Jr., The Coming Competition Among Securities Markets: What Strategies Will 
Dominate? 9-13(Working Paper, September 2001),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 
paper.taf?abstract_id=283822> (SSRN) 참조.

45) 트래킹 스탁(Spartenaktien)은 회사의 일정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과 배당
을 연계시키는 주식이다. 트래킹 스탁은 일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처한 
특수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서는 효용이 큰 주식이어서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일본의 소니사가 일본에서는 최초로 트래킹 스탁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일본의 

현행 상법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거래소 차원에서만 상당

한 작업이 필요하 다고 전해진다. 독일에서는 아직 이 주식이 발행된 바 없지만 현행 
독일 주식법상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 Baums, 앞의 보고서, 
250-254 참조. 

46) Baums, 앞의 보고서, 83-91.
47) Baums, 앞의 보고서, 107-108. 위 건의는 경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주식법 93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제63차 
독일법학자대회에서 제시된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울머(Ulmer) 교수의 경 판단 원칙 도

입 제안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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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48) 인터넷 주주총회49) 등이 그에 속한다.

다. 기업회계기준 및 조세제도의 최근 변화

기업회계기준에 관하여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50) 
1993년 다이믈러-벤츠사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과정에서 그 개선의 필요가 극

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기업들은 미국 증시상장

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 미국 회계기준에 의

한 회계서류의 작성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증시에 상장하지 않기로 담합을 한 바 있는데 다이

믈러-벤츠가 그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상장(ADR)을 추진하 다. 그러나,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작업의 결과 약 25억 마르크 규모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는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뒤를 이은 도이치 텔레콤의 

NYSE 상장도 비슷한 문제점을 노정하 다. 1998년에 제정된 투자촉진법

(Kapitalaufnahmeerleichterungsgesetz)에 의해 이제 독일의 상장 기업들은 미국 

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51) 이는 독일 

기업들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독일 

기업 및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독일 기업들에게 보다 유연한 회계 관행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한 조치 다고 한다.52) 이제 DAX 30(Deutscher Aktien 

Index 30) 편입 독일 기업 30개 전부가 미국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채

택하고 있다.53)

48) Baums, 앞의 보고서, 114-116.
49) Baums, 앞의 보고서, 133-134, 139-141, 146-147, 150-153, 257-279. 독일의 주

식법과 인터넷의 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박상근, “인터넷시대의 회사법을 위한 일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1호(2002), 272, 285 이하 참조.

50) Jörg Baetge & Stefan Thiele, “Disclosure and Auditing as Affecting Corporate 
Governance,” in Hopt 외 공편, 앞의 책, 719; Peter-J. Schmidt, “Disclosure and 
Auditing: A German Auditor's Perspective,” in Hopt 외 공편, 앞의 책, 743 참조. 또, 
독일회계기준위원회(Deutsches Rechnungslegungs Standards Committee) 웹 사이트 참조: 
<http://www.drsc.de>.

51)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 292a조 신설.
52) 이와 관련하여 Martin Glaum, “Bridging the GAAP: the Changing Attitude of 

German Managers towards Anglo-American Accounting and Accounting Harmonization,” 
11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3(2000) 참조.

53) 상술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건의도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에 관해 다양한 



김 화 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8∼7846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또 하나의 제도 개혁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폐지이다. 2000년 7월 6일에 독일 하

원은 포괄적인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Steuersenkungsgesetz: 

StSenkG) 이에는 2002년부터 법인 보유 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

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자로 발효하 다. 종래 대량으로 일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독일 은
행들에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 주식 처분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

는데 향후 독일 은행들은 그러한 문제없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보유 주식 처분과 신규 취득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54) 이 조치는 도이치 은행의 브로이어 회장을 포함한 독일 재

계인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55) 독일 정부는 이 같은 
개혁 조치가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임을 천명하 다.

Ⅲ.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 사례56)

1. 배경과 경과

다이믈러-벤츠는 도이치 은행과 함께 전후의 독일을 사실상 대표하는 기업

으로서 1895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창업하여57) 크라이슬러와 합병하기 전해인 

제안을 하고 있다. Baums, 앞의 보고서, 281-331 참조.
54) “German Utilities Get Back to Their Roots,” BusinessWeek(2001년 8월 6일), 

27 참조.
55) BusinessWeek(2001년 11월 19일), 31 참조.
56) Chrysler Corporation, Proxy Statement - DaimlerChrysler AG, Prospectus(1998년 

8월 6일자); DaimlerChrysler AG, Form F-4(1998년 8월 6일자) 참조. 이 사례에 대한 재
무적, 법률적 분석은 각각 다음의 문헌을 참조: G. Andrew Karolyi, DaimlerChrysler AG, 
The First Truly Global Share(Working Paper, December 2001), available at 
<http://www.cob.ohio-state.edu/fin/faculty/karolyi>; Michael Gruson, “Global Shares of 
German Corporations and Their Dual Listings on the Frankfurt and New York Stock 
Exchanges,” 22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85(2001). 이 사례의 사실 관계와 데이터는 양 문헌을 같이 참고하 다. 또, Gordon, 앞
의 논문; DaimlerChrysler AG, Form 20-F(2002년 2월 20일자) 참조.

57) 나치 시대를 중심으로 한 이 회사의 역사는 Neil Gregor, Daimler-Benz in the 
Third Reich(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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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기준, 시가총액 360억 달러, 총자산 750억 달러, 총 매출 690억 달

러, 종업원 수 30만 명 등으로 독일 최대 제조업체의 위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메르세데스로 대표되는 자동차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자

동차 및 엔진 전문 제조 회사이며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항공우주 사

업 부문도 보유하 다. 총 주주 수는 55만 명에 달하 으며 주식은 세계 14개

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었다. 한편, 아이아코카 회장으로 잘 알려진 크
라이슬러는 1997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230억 달러, 총 자산 600억 달러, 

총 매출 610억 달러, 종업원 수 12만 명을 기록하 으며 총 주주 수는 13만 5

천 명이었고 주식은 역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뭰헨 등 독일의 증권시장을 

포함 세계 각지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거래되었다. 다이믈러-벤츠와는 달리 승

용차가 아닌 트럭, 밴 등 상용차 부문이 주력을 이룬 회사이다.

이 두 회사는 1998년 5월 6일에 합병계약(Combination Agreement)을 체결하
다. 이 기업결합은 미국과 EU의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동년 7월에 각각 승인

되었다. 합병의 동기는 로벌 오퍼레이션의 필요를 절감한 다이믈러-벤츠의 전

략에 승용차와 상용차 부문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크라이

슬러가 동의한 것임으로 알려져 있다. 합병의 형태는 주식 교환이고 합병 비율

은 크라이슬러 주식 1주당 신설법인인 다이믈러-크라이슬러 주식 0.6325주로 결

정되었다. 다이믈러-벤츠의 주주들은 다이믈러-크라이슬러 주식 1.005주와 보유 
주식 1주를 교환하게 되었다. 커코리언(Kirk Kerkorian)을 포함한 크라이슬러 주

요주주들과의 주주간 협약이 개정되었으며58) 8월 6일에는 이 회사들과 뉴욕증

권거래소가 함께 신설 법인인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주식은 후술하는 GRS가 

될 것임을 발표하 다. 9월 18일에 다이믈러-벤츠와 크라이슬러의 주주총회가 

합병을 각각 99.9%, 97.5%의 비율로 승인하 으며 수백만 주의 다이믈러-벤츠 

무기명주식이 GRS로 전환되었다.59) 양사간의 합병은 11월 12일에 완결되었는
데 GRS는 세계 17개 증권시장에서 11월 17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하 다. 다이믈

러-크라이슬러는 독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업무 언어로 어를 선택하

58) 커코리안은 네바다 주 회사인 Tracinda를 통해 크라이슬러 지분의 약 11%를 
보유하 다.

59) 이 거래에 대해 크라이슬러에게는 CSFB가, 다이믈러-벤츠에 대해서는 골드만 
삭스가 각각 Fairness Opinion을 발급하 다. 이 의견들은 Chrysler Corporation, Proxy 
Statement - DaimlerChrysler AG, Prospectus(1998년 8월 6일자)에 첨부되어 있다. 이 
서류는 합병계약서 전문을 포함하며 <http://lbfk.netian.com>에도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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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회사의 경 은 독일의 슈렘프(Jürgen E. Schrempp) 회장과60) 미국의 이

튼(Robert J. Eaton) 회장 공동회장 체제로 출범하 고 법률상의 본점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하나 실질적으로 독일과 미국(Auburn Hill) 양쪽에 본점을 

두고 공동회장들은 양 본점에 각각 사무실과 스탭을 보유하기로 하 다.

DCX는 합병 후 독일과 미국 출신 경 진들간의 불화와 경 실적의 저조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미국측 대주주는 합병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61) 당초 독일-미국 양국 기업간의 동등한 합병을 모토로 출범

하 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독일 출신 경 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DCX

는 이제 거의 완전한 독일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 2001년 말을 기준으로 독

일 58%를 포함, 유럽 주주들이 75%를 차지하며 미국 주주들의 지분은 17%에 

그친다. 도이치 은행이 11.9%의 지분을 보유하고 (도이치 은행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Hilmar Kopper 회장이 DCX 감사위원회의 의장이다) 쿠웨이트 정부
(Kuwait Investment Authority)가 7.3%의 지분을 보유하여 각각 1대, 2대 주주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81% 중 기관투자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에 이른다. DCX는 2001년 말 현재 372,47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

고 포천지 집계 2000년도 매출액(1,500억 불, 약 195조 원: 92위에 랭크되었던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384억 불이었다) 기준으로 엑슨-모빌, 월마트, GM, 포드

에 이어 독일 최대, 세계 제5위의 기업이다.62)

2. 거래 구조63)

다이믈러-벤츠와 크라이슬러 간의 합병은 고도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이행

60) Jürgen Grässlin, Jürgen Schrempp and the Making of an Auto Dynasty(1999) 
참조.

61) 커코리안을 포함한 구 크라이슬러의 일부 주주들은 이 합병이 주주들에게 제시
된 서류에 표시된 것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들간의 합병(merger-of-equals)이 아니라 
독일 회사로 미국회사를 흡수하려는 의도하에 진행되었고, 그를 믿고 합병에 동의함으
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및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관하여는 DCX의 최근 Form 20-F(2002년 2월 20일자), 70-71 참조.

62) DCX의 웹 사이트 <http://www.daimlerchrysler.com> 참조.
63) 합병의 실제적인 법률적 구조에 대해서는 Theodor Baums, Corporate 

Contracting Around Defective Regulations: The Daimler-Chrysler Case(프랑크푸르트대학
교 은행법연구소 연구논문 No.68); Theodor Baums, Globalisierung und deutsches 
Gesellschaftsrecht: Der Fall Daimler-Chrysler(프랑크푸르트대학교 은행법연구소 연구논
문 No. 80) 참조: <http://www.uni-frankfurt.de/fb01/ba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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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다이믈러-벤츠를 존속회사로 하고 크라이슬러를 

소멸회사로 하는 법률(Umwandlungsgesetz)상의 합병이겠으나 독일법상 외국회

사와 독일회사의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 

등기소는 외국회사와의 합병 등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률상의 

합병 방식은 사용되지 못하 다.

우선 Oppenheim Bank라는 한 은행이 Oppenheim AG라는 자회사를 설립하
고 이 자회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DaimlerChrysler AG가 된 후 다이믈러-벤츠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1：1 비율의 공개매수를 실시하 다.64) 

다이믈러-벤츠 주주의 97%가 이에 응하 는데 이렇게 하여 다이믈러-크라이슬

러는 다이믈러-벤츠의 모회사가 되고 후에 다이믈러-벤츠를 흡수합병하 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이믈러-벤츠의 주주들은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주주가 된 

것이다. 한편, 미국측에서는 크라이슬러의 주주들이 어떤 교환대리인(Exchange 
Agent)을 통해 보유 주식을 모두 다이믈러-크라이슬러에 현물출자하고 다이믈

러-크라이슬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65) 크라이슬러는 교환대리인이 설

립한 합병용 자회사와 합병하 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

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의66) 구도가 이용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Chrysler, Inc.는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미국내 100% 자회사가 되었고 다이믈

러-크라이슬러는 구 다이믈러-벤츠의 주주들이 58%, 구 크라이슬러 주주들이 

64)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발행 방식의 공개매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LG CI는 2001년 11월에 LG화학, LG생활건강, LG홈쇼핑 3개사를 대상으
로 그러한 공개매수를 행한 바 있다. 그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65) 다이믈러-벤츠가 직접 이 거래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다이믈러-크라이슬러를 이용
한 것은 독일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5%) 사항이기 때
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Baums, 앞의 논문 참조.

66) 미국에서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은 존속회사가 100% 자회사를 세우고 그 
자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여기서 자회사는 모회사인 
존속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를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의 대

가로 지불한다. 자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에는 모회사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이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다. 미국의 대다수 주는 이러한 형식의 합병을 허용하는 입법
을 행하 고 미국의 연방 세법은 이러한 방식의 합병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하

지 않는다. 역삼각합병이란 위 경우 자회사가 피합병회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모든 미국 회사법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다. 전술한 독일 정부 위원회
는 독일에서도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Baums, 
앞의 보고서, 254-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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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비율로 소유하는 회사가 되었다.67) 이러한 복잡한 거래구조가 이용된 

것은 독일과 미국 양국에서의 법률적인 장애, 조세 문제 등이 고려된 결과이

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법상의 유연성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어 회사법을 임의규정 위주로 재

편할 것이 주장되기도 하 다.68)

3. 로벌 주식

가. 개념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은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

는데 그것은 세계 최초로 이른바 로벌 주식(Global Registered Share: 

GRS)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이다. GRS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 합
병 후의 존속 법인인 DCX가 독일 회사이며, 독일 회사들은 통상 무기명주식

을 발행하고 있으나 NYSE는 무기명주식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

었다.69) 즉, 합병 후 DCX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크라이슬러 주주들이 새로 

받은 주식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면 합병에 동의하기가 어

렵다는 점과, 그렇다고 해서 주주권의 행사가 불편한 DCX의 ADR을 발행 받

67) 다이믈러-크라이슬러는 다이믈러-벤츠의 후신이므로 다이믈러-벤츠의 종업원들
은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종업원이 되어 신분상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 크라이슬러의 
종업원들도 크라이슬러가 미국에서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자회사로 존속하므로 신분상
의 변화는 겪지 않는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사실상 독일회사인 다이믈러-크라이슬러
의 한 사업부문이 되어 독일회사의 일부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여기서 독일법이 요구하
고 있는 종업원의 경 참여권(Mitbestimmung)이 크라이슬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
의가 있었다고 한다. Baums, 앞의 논문 참조.

68) Baums, 앞의 논문 참조.
69) 무기명 주식의 경우 상장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다수의 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컨대 배당에 관한 공고는 외국의 외국어로 된 신문에 나므로 그를 알기가 대단히 어

렵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발행한 무기명 주식의 취득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ADR
은 원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물론, ADR은 외국의 기명주식
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ADR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Joseph 
Velli,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An Overview,” 17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38(1994) 참조. ADR에 관한 간략한 실무적 요약은 Michael M. Hickman, 
“Access to the US Capital Markets: A Regulatory Overview of ADR Programmes,” in 
The AsiaLaw Guide to Financial Markets 45(1998) 참조. 전문적인 실무 지침서로는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전 2권, 6판,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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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새롭게 GRS가 고안된 것이다. 다이믈러가 

크라이슬러를 현금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약 500억 불(65조 원)의 자금이 소

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따라서 주식을 사용한 합병이 거의 유일한 현실

적인 대안이었다.

GRS는 독일 주식법상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독일법상 특수한 성질을 갖

는 주식은 아니며 어와 독일어가 병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무액

면70) 보통주식에 불과하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의 증권시장에서도 상장 거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히 미국법상의 요건까지도 충족하도록 고안된 주식이

라는 특징을 가진다. GRS는 독일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증권시장에서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되고 결제되는 주식이며, 주권의 발행, 배

당금의 수령, 의결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모든 측

면에서 독일과 미국 양국의 법률적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고 양국의 실무에도 

공히 부합되도록 만들어졌다.71)

GRS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없이, 시

간상의 제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NYSE 개장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바로 그 주식을 프랑크푸르트 폐장 후 

NYSE에서 매도하는 등의 거래가 가능하며, 그 과정이 국제적인 것이라 해서 

특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GRS는 ADR에 비해 투자자들이 부담해
야 하는 거래 비용이 현저하게 낮고 주주권의 행사가 ADR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추후 GRS가 ADR을 대체할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두 

나라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 및 유지, 명의개서, 그리고 독일과 미국 양국의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발행비용이 ADR에 비해 높

70) 독일의 주식회사는 1998년 이후 무액면 주식(Stückaktien)을 발행할 수 있게 되
었다. Aktiengesetz 8조 1항은 Gesetz über die Zulassung von Stückaktien으로 개정된 
것이다. 종래와 같이 독일 회사의 주식은 도이치 마르크(또는 유로)로 표시되는 액면가
를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GRS는 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1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9조 제4항) 우리나
라 기업들은 GRS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다.

71)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이른바 American Share, 또는 New York Share라고 불리는 
주식들도 상장되어 있다. 이 주식은 외국회사가 자본금의 일부는 본국에, 자본금의 다
른 일부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하여 발행한 보통주식이다. 이 주식이 발행되면 해당 회
사 본국에서는 그만큼의 자본금 감소절차가 이루어진다. 로얄 더치나 유니레버 등과 같
은 네덜란드 회사들이 주로 이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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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또, ADR의 경우 원주당 발행하는 ADR의 수를 

신축성 있게 조절해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동성을 높

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GRS에는 그러한 속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DCX 이후 도이치 은행과 셀라네제가 각각 GRS를 발행, NYSE에 상장시킨 

바 있다.72)

나. GRS의 발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

GRS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선 1998년 9월 15일에 미국의 DTC(Depository 

Trust Company)와 독일의 CBA(Clearstream Banking AG)간의 쌍방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설할 것이 SEC에 신청되었고 SEC는 이를 동년 11월 18일에 승인
하 다. 이 시스템은 CBA 가입자들이 주권 실물을 인출하여 DTC에 인도해야

만 한다면 발생하게 될 결제의 지연과 기타 비용의 발생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NYSE는 1998년 10월 22일에 독일과 미국 양국간에 존재하는 주권 

형식의 차이와 주주총회에 관한 규칙 및 실무의 차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NYSE 상장규칙을 해석하게 해 줄 것을 SEC에 신청하 고 SEC는 이를 동 월 

26일에 승인하 다. 이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DCX에는 NYSE 상장규정
상의 특별 규정인 10일 전의 기준일 지정, 기준일과 주주총회일간 30일 간격 

요건 등의 규정이 면제될 수 있게 되었다. DCX의 GRS가 NYSE에 상장되면서 

NYSE의 그라소 회장은 GRS가 미국과 독일 양국의 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 및 

예탁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양 회사 및 그 법률자문 등 여러 사람들의 공동작업 

결과로 탄생한 세계화 시대의 주식으로서 NYSE의 206년 역사에 획기적인 사

건으로 기록되었음을 천명하기도 하 다.

다. GRS 발행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73)

독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취득하여 미국의 기업이 발행

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편 없이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72) 2000년 5월에는 스위스 최대의 은행인 UBS가 GRS를 발행하여 뉴욕, 츄리히, 
동경에 동시 상장하 다.

73) Gruson, 앞의 논문 참조. Gruson은 Shearman & Sterling의 변호사로서 DCX와 
Celanese의 GRS 상장거래를 담당하 다. 국제적인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Hans van Houtte 편, The Law of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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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미국 양국간의 제도상의 차이에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GRS의 출현에는 양국의 증

권당국과 거래소, 양 기업의 변호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난다. 

아래에서는 그 무수한 실무적 문제들 중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주권의 발행74)

GRS의 특성 중 하나는 원칙적으로 개별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표창하는 로벌 주권이 발행되어 사용된다는 것

이다. 독일 주식법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75) 이 경우 회사는 발행 주식 전부를 표창

하는 단일한 주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주들은 그 주권을 공유하게 

된다.76) DCX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정관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으로 주주들의 주권 발행요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다수설에 의해 긍정되었다.77) 독일연방법원(BGH)의 판례에는 의

결권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의 규정이 회사 설립시의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

았어도 정관변경을 통해 도입 가능하다는 것이 있는데78) 이 판례가 유력한 근

거가 되었다고 한다. 주주들의 주권발행청구권의 배제는 의결권의 제한에 비
하면 훨씬 가벼운 내용의 권리제한임이 주장되었다.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

은79)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NYSE의 상장규칙에는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

행해 주어야 한다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예외는 인정이 곤란하다는 점이 문

제되었다.80) 이에 따라 주주들의 주권발행 요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외

74) Gruson, 앞의 논문, 202-210 참조.
75) Aktiengesetz 10조 5항. 이 규정은 KonTraG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그 직접적

인 이유는 유로의 도입으로 인한 새 주권의 인쇄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

다고 한다. Ulrich Seibert, “Der Ausschluss des Verbriefungsanspruches des Aktionärs 
in Gesetzgebung und Praxis,” 52 Der Betrieb 267(1999) 참조.

76) Depotgesetz 6조.
77) Seibert, 앞의 논문, 267-268 참조.
78) 1977년 12월 19일자 판결, BGHZ 70, 117: 이 판결은 만네스만(Mannesmann) 

판결이라고 한다. 김화진, 위의 책, 209-211 참조.
79) Aktiengesetz 53a조 참조.



김 화 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8∼7854

국 증권시장의 상장규칙이 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이 타협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평등

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DCX의 주식을 NYSE에서 매입

할 것인지,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입할 것인지는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결과로서, DCX의 발행 주식 중 개별 

주권에 의해 표창되는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은 미국의 DTC에 예탁된 한 
장의 주권과 독일의 CBA에 예탁된 한 장의 주권, 즉, 두 장의 로벌 주권에 

의해 표창된다. 개별 주권의 발행 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두 장의 로벌 

주권은 가변적인 수의 주식을 표창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즉, 발행주식 

총수를 상한으로 하는 임의의 수의 주식을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81)

(2) 독일과 미국간의 주식거래82)

DCX의 GRS는 독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독일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국제사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독일과 미국 양국은 주식의 양수도에 관해 각기 다른 개념적인 기

초에 근거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독일법상 기명식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권을 표창하며 주식은 물권적 권리

를 그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사법
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양수도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설립지법이 적

용된다.83) 즉, 독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수도는 그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80) 미국의 관련 법령은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Gruson은 
NYSE가 태도를 바꾸게 되면 주권의 발행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ruson, 위의 논문, 275-276 
참조.

81) 개별 주권은 NYSE에서 DCX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요청하면 발행되게 되는데 
이 경우 독일 회사가 미국에 있는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양국의 법령과 관

련 규칙을 모두 준수하는 모양의 주권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문과 독문을 병기하

고 독일 회사 주식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미국 법령에 의해 발행과 소각

이 가능해야 하고 프랑크푸르트 및 뉴욕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인쇄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 양국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하에

서 디자인이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Gruson, 앞의 논문, 206-210 참조.
82) Gruson, 앞의 논문, 225-253 참조.
83) 우리나라 법의 해석도 같다. 우리나라의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주식을 국제적

인 매매계약을 통해 양수도 할 경우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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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없이 독일법이 적용된다. 반면, 무기명 주식은 물권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무기명 주식의 양수도에는 주권의 소재지, 즉, 주식의 

양수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의 법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독일의 

CBA에 예탁되어 있는 GRS의 지분을 미국에 소재하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률상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는 미국의 투자자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

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자의 계좌에 지분을 입고시키는 계좌대체를 

함으로써 완료되는데 독일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그 양도가 미국에서 일어남에

도 불구하고 그에는 독일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관한 미국법의 내용은 고도로 복잡하고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예

컨대 뉴욕 주법은 기명식 주식의 양도를 독일에서와는 달리 사원권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사자가 합의하는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뉴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양수도는 대개가 뉴욕 
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서 독일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주식의 양수도에 

뉴욕 주 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는 독일이 1999년에 증권예탁법(Depotgesetz)내에 국제적 증권거래에 

적용되는 특별 조항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었는데 동 조항에 의하면 집합적

으로 예탁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에는 양수인이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

관의 소재지법이 적용되게 된다.84) 즉, GRS의 경우 미국에서 양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는 미국법이 적용된다.

(3) 주주총회와 의결권의 행사85)

DCX의 GRS는 독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므로 주주총회와 의결권의 행사

는 독일법에 따라 행해지게 된다. 독일법은 미국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법과 

달리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의 설정이나 주주명부 폐쇄를 규정하지 않고 있

다. 독일 주식법에 의하면 기명식 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에서의 기준일은 주주총회일인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NYSE의 상

의한 준거법의 결정이 가능하나 주식의 양도라는 준물권행위에 대하여는 주식 자체의 

준거법, 즉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
권(박 사, 2001), 206-207 참조.

84) Depotgesetz 17a조.
85) Gruson, 앞의 논문, 265-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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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칙은 주주총회일 최소한 30일 전의 기준일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장

회사들은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그를 기준일 최소 열흘 전에 NYSE에 통지

하여야 한다.86) DCX는 독일 회사로서 독일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NYSE는 이 규칙의 적용을 DCX에 대해서는 면제하 다.

독일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에 사용되는 위임장은 그 작성자인 주

주의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고 

의결권도 독일법상의 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87) 이에 의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반드시 위임장 수여를 통해서만 행

사할 수 있다.88) 한편, 미국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회사의 경 진이 주주들

에게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회사인 DCX의 주주총회의 기준일은 주주총회일
이므로 주주총회일 이전에 위임장을 발급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중으로 위임장이 발행될 위험이 있게 된다(DCX는 미국법상의 요건과 관행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자료를 30일 전이 아니라 45일 전에 주주들에게 발송하기

로 하 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DCX 명의개서대리인인 뉴욕은행과 NYSE 

회원사들의 위임장 관련 사무 대리인인 ADP(Automatic Data Processing)는 주

주총회 서류가 발송된 시점과 주주총회 시점간에 발생하는 주주의 변동을 모

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4. 경 진 보수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에서 논의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경 진에 

대한 보수 문제이다. 독일의 주식법은 경 진에 대한 보수의 결정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Angemessenheitsprfung)89) 독일 대기업들의 경

우 종업원들이 경 진의 보수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독일 

경 자들의 보수는 미국 경 자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현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주주이익 중시의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스탁옵션과 같은 

86) New York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Manual, 204.29 참조.
87) Aktiengesetz 134-135조 참조.
88) Aktiengesetz 135조 1항.
89) Aktiengesetz 87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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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도입 등에 장애가 되다는 것이 지적되어 온 바 있는데 미국 출신

의 경 자들과 독일 출신의 경 자들로 혼합 구성되는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경우 경 자들간의 현격한 보수 차이가 기업 경 의 효율성 등에 미칠 수 있

는 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진 바 있다. 합병 전 크라이슬러 회장의 

연봉은 현금 600만 불과 약 500만 불 상당의 스탁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

면 다이믈러-벤츠 회장의 보수는 그 약 1/8 수준에 불과하 다.90)

궁극적으로는 독일 기업들의 경우에도 미국식의 기업지배구조 정서가 도입

됨과 함께 경 진의 보수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여겨지며 다이믈러-크라이슬러 

사례는 그러한 경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91) 2001년 DCX 경 진 13

인에게 지급된 현금분 보수의 총액은 모두 2,200만 유로 으며,92) DCX의 대

주주인 도이치 은행의 경우 2001년 한 해 동안 경 진 8인에게 모두 약 5,600

만 유로의 현금 보수를 지불하 는데 그 중 약 5,000만 유로가 보너스의 형태
를 취하 다.93)

90) Gordon, 앞의 논문, 235-236 참조.
91) Baums, 앞의 논문 참조. 일반적으로, Brian R. Cheffins, “The Metamorphosis 

of ‘Germany Inc.’: The Case of Executive Pay,” 49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97(2001) 참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증시 상장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율 상승을 통해 주주이익 
중심의 경 관이 강해질수록 경 진의 성과급에 대한 요청도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
의 경우 2001년 상근등기이사에 대한 평균 연봉이 36억 7천만 원에 이르 다고 한다. 
한국경제(2002년 3월 20일자) 11면 참조. 

92) DaimlerChrysler AG, Form 20-F(2002년 2월 20일자), 65-66 참조. 한편, DCX
가 SEC에 제출한 2002년 2월 20일자 위 Form F-20에 의하면 DCX의 감사위원회 위
원들의 연 보수는 51,129 유로이다. 비용은 별도이며 감사위원회 회의 1회당 1,023 유
로의 거마비도 지급된다. 위원회 의장은 위 보수의 2배, 감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수는 위 보수의 1.3배이다. DCX의 감사위원회 의장인 Hilmar Kopper 
회장은 도이치 은행의 감사위원회 의장이기도 하며 그 외, Akzo-Nobel, Bayer, Solvay, 
Xerox, Unilever 등의 감사위원 내지는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Kopper 회장의 경력
을 보면 도이치 은행의 독일 내에서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는데 1954년에 도이치 은행
에 입사한 Kopper 회장은 1989-1997 동안의 기간에 현재 Rolf-E. Breuer 박사가 맡고 
있는 경 위원회 의장(CEO)직을 보유하 으며, 도이치 루프트한자, 일본산업은행 독일
지사, Klöckner-Humboldt-Deuz, Linde, 만네스만, 뮌헨 재보험, RWE, 쉐링, 지멘스, 
VEBA(지금의 E.ON) 등 독일의 대표기업들을 총 망라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의장 등을 
역임하 다. Deutsche Bank, Corporate Governance Report 2001, 11 참조.

93) Deutsche Bank, Corporate Governance Report 2001,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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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94)

GRS의 고안을 위한 독일, 미국 양국간의 협조는 다이믈러 벤츠와 크라이슬

러의 합병을 위해서는 그러한 주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비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검토

하여야 할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측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즉, 미국 투자자

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거래에 아무런 불편이 없

는 형태의 증권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

전망에 못지 않게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인은 일부 국가의 경우 그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법령

의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며95) 그러한 사례는 각국의 회사법과 자본

시장 관련법이 미국의 그것을 중심으로 수렴해 간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합병으로 크라이슬러의 주주들은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는 이 거래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일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96) 그 이유를 크라이슬러보다는 다이믈러의 기업 가치가 높다

는 판단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직접적인 동기는 DCX 주식(GRS)의 미국 증

권거래소 상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 사례는 국제적 합병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마도 상대적인 선진국과 후진국 기업간의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에 있어서 다이믈러-크라이슬러 사례와 같이 후진국(?) 기업의 가치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향후 국제적 합병은 원칙적으

로 소수주주들의 권리 보호 강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을 존속기업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후진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월등히 높고 

94) John C. Coffee, Jr., “The Future as History: The Prospect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93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41, 676-679(1999) 참조.

95) 이의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이스라엘이다. Edward B. Rock, “Greenhorns, 
Yankees and Cosmopolitans: Venture Capital, IPOs, Foreign Firms and U.S. Markets,”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711(2001); Amir N. Licht, “Managerial Opportunism 
and Foreign Listing: Some Direct Evidence,” 22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325(2001); Amir N. Licht, “David's Dilemma: A Case 
Stud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a Small Open Market,”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73(2001) 참조.

96) Chrysler Corporation, Proxy Statement - DaimlerChrysler AG, Prospectus(1998
년 8월 6일자), 130-141에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미국(델라웨어 주)법과 독일법의 차
이가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되어 있다.



2002. 6.] 독일의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최근 변화 59

(and) 합병 후 주식이 선진국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만 후진국 기업이 

존속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대규모의 국제적 인수합병 거

래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으며 소유가 분산되고 소수주

주들이 잘 보호받는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이 고평가되므로 그런 기업

들이 언제나 주식교환에 의한 인수합병 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Ⅳ. 보다폰의 만네스만 인수 사례97)

은행 위주의 집중된 소유구조와 그 밖의 다양한 현실적, 법률적 이유 때문

에 독일에서는 M&A가 활성화되지 못하 으며 시장의 경 자 통제 기능도 거

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적대적 M&A가 

독일에서, 더구나 국 기업에 의해 시도되어 그것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독일
의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높은 기

업가치를 반 하는 높은 주가의 유지가 독일 기업의 경 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 으며 이 사건은 그에 필요한 제도상의 개선에 대한 시급한 요

청을 발생시키게 되었다.98)

97) 이 사례는 Martin Höpner & Gregory Jackson, An Emerging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he Mannesmann Takeover and German Corporate Governance(Working Paper, 
November 2001),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paper.taf?abstract_id=285232>(SSRN)
를 주로 참고하 다.

98) 국제적 M&A는 그 건수와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
우 9,566건 1조 3,250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 고 2001년의 경우 8월 현재 5,582건 
5,1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 다. 국제적 M&A의 증가는 유럽시장의 성장에 기인한다. 
유럽회사가 개입된 M&A는 1985년의 경우 전체의 11%에 불과하 으나 1999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증가하 고 단일통화의 채택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
아 시장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바 있는데 1985년의 경우 세계시장의 1%를 차지
하 던 것이 1999년에는 6%를 차지하 고 금액 면에서는 동기간 40억 달러에서 2,810
억 달러로 70배 가량 성장하 다. Bernard S. Black, “The First International Merger 
Wave (and the Fifth and Last U.S. Wave),” 54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799(2000) 참조. 동시상장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M&A도 각국의 제도를 수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적이 다른 회사간의 결합은 그 기술적인 형식이 무엇이건 간에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 아래 있던 두 기업의 접한 조직적 교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다. 상장회사들간의 M&A라면 양국 증권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하고 각 증권시장
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M&A의 규모가 큰 경우는 그 효과가 커지게 된다.



김 화 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8∼7860

1. 배경과 경과

만네스만은 1890년에 이음새 없는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로 출발하 다. 

이 회사는 초창기 이후에는 도이치 은행의 지배적인 향 아래서 성장하 으

며 20세기 초반부터 철강과 석탄 산업에도 진출하 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 만네스만은 종합 기계 및 중장비 제조회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

하여 독일 굴지의 기업으로 위상을 확립하 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

서 만네스만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 는데 1990-1999 사이의 기간 동안 신
규투자의 2/3 가량을 이동통신 사업에 집중하 다. 기계 사업부문이 여전히 회

사의 가치를 지탱하고 있기는 하 으나 창업의 기초 던 파이프 사업의 매각

까지 검토하는 등 만네스만은 대대적인 변신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0년 후반

에는 이동통신 사업부문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으

로 등장하 고 만네스만은 보다폰, BT, 프랑스 텔레콤, 도이치 텔레콤 등에 필

적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회사의 하나가 되었다. 1999년 5월, 회사의 
CFO 출신인 에써(Klaus Esser) 박사가 CEO로 취임하면서 만네스만은 새로운 

역사를 맞게 된다. 에써는 향후 만네스만은 다른 사업 부문들은 정리하고 이

동통신 전문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공표하 다. 기계와 자동차 사업부문

은 각각 분리하여 2000년에 공개하고 만네스만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이동

통신만으로 미래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전략의 핵심이었다.

한편, 만네스만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IR 분야에서도 다이믈
러-크라이슬러와 동급의 기업으로 여겨지면서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 다. 

그러나, 주주이익 중심의 경 을 표방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국제 

기업회계기준이나 미국 회계기준을 채택하지도 않았고 미국 증시상장을 검토

한 일도 없었다. 만네스만은 기업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서는 자본시장을 의식

하는 기업문화를 갖지 못하 다. 그러나, CFO 출신인 에써의 회장 취임은 이

러한 상황을 크게 변화시켜, 회사는 대대적인 IR 활동을 전개하고 주주이익 
중심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 다. 한편, 만네스만은 독일의 대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는 회사라는 특징을 가진 기업이었는데 주주의 

60% 이상이 외국인이었고 미국과 국의 투자자들이 40% 이상의 주식을 보

유하 다.99)

99) 1999년 기준으로 만네스만은 미계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 회사 다. 
같은 해,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경우 31%, 도이치 텔레콤의 경우 27.5%가 미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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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네스만은 국의 보다폰과 1999년 가을까지는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것

으로 여겨졌다. 보다폰은 무선통신에만 집중하여 유선통신 사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13개국의 유럽 국가들과 10개의 비유럽 국가에 진출하고 있어

서 약 3,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보다폰은 후일 도이치 텔레콤에 

인수된 OnetoOne과 오렌지(Orange), BT에 앞서는 국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

고, 1999년에 미국의 에어타치사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회사로 
부상하 다. 만네스만은 보다폰과 E-Plus에 합작투자하기도 하고 보다폰은 종

래 에어타치가 보유하던 만네스만 모빌풍크(Mobilfunk)사 지분의 35%를 보유

하기도 하는 등 양사는 제휴관계에 있었으며 보다폰은 이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러던 중 1999년 10월 만네스만은 국의 오렌지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

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는 보다폰을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어 보다폰이 
만네스만 인수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만네스만의 주가는 급등하

다. 보다폰의 겐트(Chris Gent) 회장은 급히 만네스만에게 우호적 합병을 제

안하 으나 에써는 그를 거절하 다. 이에 따라 보다폰은 주식 교환 방식을 

사용한 만네스만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공표하여 독일 역사상 초유의 

M&A 전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보다폰은 전통적으로 적대적 기업인수를 백안

시하는 독일의 정서, 보수적인 주주, 까다로운 법제도 등과 씨름하 으며 만네

스만은 그와 정 반대의 입장에서 방어전략을 구사하 다. 만네스만의 경 권 

방어에는 모두 1억 7,000만 유로의 비용이 투입되었고(약 2,000억 원) 그 중 

2,000만 유로는 홍보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이 전쟁에는 독일 최고의 법

학자, 변호사들이 동원되었고 유럽 최대의 투자은행들이 참가하 으며 (만네스

만은 모간 스탠리, 메릴린치, J. P. 모건의 자문을 받았고 보다폰은 골드만 삭

스와 워버그 딜론 리드의 자문을 받았다) 사회적인 파장과 종업원들의 이해관
계 때문에 독일의 정계도 거래의 진행을 예의 주시한 바 있다.

2000년 1월 중순에 만네스만 주주들의 다수가 보다폰의 공개매수에 응할 

것이 예상되어 에써는 백기사를 물색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Vivendi가 거론되

었다. 그러나, Vivendi가 보다폰의 만네스만 인수가 성공할 경우 보다폰과 합

작으로 인터넷 포탈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이는 무산되었다. 에써

는 방어를 포기하 고 2000년 2월 3일 양사는 합병계약을 체결하 다. 만네스

주 다고 한다. Höpner, 앞의 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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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감사위원회의 종업원 대표들도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 다. 만네

스만의 주주들은 1999년 10월 중순의 주가에 비해 약 120% 상승한 가치의 

합병회사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다. 2000년 3월 27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네스

만 발행 주식 총수의 98.62%인 499,970,377주가 보다폰의 청약에 응하 는데 

EU의 공정거래 당국은 2000년 4월 12일에 이 기업결합을 승인하 다.

만네스만을 인수한 보다폰은 현재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이다. 시가총
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에 속한다. 보다폰은 200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세계에 약 9,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100)

2. 시사점

만네스만 사건은 3,900억 마르크 규모로서 사상 최대의 M&A로 기록된다. 

3,900억 마르크는 약 1,800억 달러(234조 원)에 해당한다. 2000년 우리나라 한

국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이 1,483억 달러 으므로101) 이 거래의 규모는 우리
나라 전체 상장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컸다는 계산

이 된다. 이 M&A는 주식교환의 방식을 사용하 는데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110억 마르크의 매출, 12,600명의 직원을 보유한 보다폰이 109년의 역사와 

400억 마르크의 매출, 3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만네스만을 성공적으로 인수함

으로써 M&A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대 자본시장의 강력한 위력을 보여 주었

다.102)

100) 보다폰의 웹 사이트 참조: <http://www.vodafone.com>.
101)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Annual Report 2000 참조. 2002년 4월 22일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358조 원.
102)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들도 주식회사화, 전략적 제휴, M&A 등

을 통해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는 동시상장과 국제적 M&A의 증가 추세에 당면하여 각국의 증권시장이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Coffee, 앞의 논문(Competition); Amir N. Licht, 
“Stock Exchange Mobility, Unilateral Recogni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 41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83(2001) 등 참조. 증권시장간
의 M&A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인용되는 사례는 런던 증권거래소와 도이치 증권거래
소간의 합병 시도이다. 이 시도는 양자간에 경 권 문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

여 무산되기는 하 으나 세계 굴지의 거래소간 합병이 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알려 주었

다. 더 흥미 있는 사례는 스웨덴 증권거래소의 대주주인 O. M. Gruppen의 런던 증권거
래소에 대한 적대적 인수시도이다.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기는 하 으나 계속 살아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가 증권거래소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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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네스만 인수 사건은 독일의 제도상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환경이 적대

적 인수에 장애가 되었던 제반 요인들을 잠식하여 종래에는 불가능하 던 규

모와 형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 사건으로서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파라다

임 변동을 말해 준다.103)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하 던 바, 독일 은행들의 투자은행화 노력과 독일기업들의 소유 분산 경향이 

그 부분적 이유이다. 향후 독일의 은행들은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04) 이러한 경향은 1997년 Krupp

사의 Thyssen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시 도이치 은행이 그를 지원한 데서 

최초로 나타난 바 있는데 도이치 은행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당시 약 3만 명

의 독일 금속노련(IG Metall) 조합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하 다. 당

시 독일의 실업률은 11%에 달하고 있었고 Krupp의 Thyssen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성공한다면 대량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노동계의 
대대적인 시위의 결과 Krupp은 공개매수를 중단하 고 양사는 우호적으로 합

병하 다. 그러나, 만네스만 사건의 경우 노동계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3년이 채 못되는 짧은 시간 동안 독일의 노동계는 적대적 기업

인수가 ‘약탈 자본주의’의 표현이라는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

제적 행동이라는 시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105)

가장 거시적으로는, 만네스만 사건은 독일에 있어서 주주(투자자) 이익 중시
의 기업경 과 자본시장 기능 개편이 본궤도에 오를 것임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106)

경 권 분쟁에 노출되게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었다. 동시상장, 신주 발행을 통한 
국제적 M&A, 증권시장들의 국제화 등의 현상은 인터넷과 전자증권거래의 확대와 함께 
증권법 분야에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한다. 아마도 향후 각국에 있어서의 증권법 연구에
는 국제증권법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구미의 학계에서는 증
권법간의 경쟁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Roberta Romano, “The Need for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Securities Regulation,”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387(2001); Howell E. Jackson, “Centralization,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in 
Financial Regulation,”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49(2001) 등 참조.

103) Höpner & Jackson, 앞의 논문, 5면.
104) Höpner & Jackson, 앞의 논문, 43-44면.
105) Höpner, 앞의 논문, 19면; Gordon, 앞의 논문, 240 참조. 만네스만 사건 이전

의 독일에서의 적대적 기업인수와 은행의 역할에 대해 Julian Franks & Colin Mayer, 
“Bank Control, Takeover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in Hopt 외 공편, 
앞의 책,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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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수법

종래 독일에는 공개매수를 통한 기업인수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다. 기업

인수에 관한 EU의 입법도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무부 산하의 한 전문가 위원회가 1995년에 기업인수에 관

한 모범규준을 국의 규준을 모델로 하여 제정하 을 뿐이다.107) 이 규준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었으므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상장회사의 38%, DAX 

30 회사들의 75%만이 준수 입장을 표명하 던 정도라 한다.108)

만네스만 사건은 기업인수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동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명확한 게임의 법칙을 제공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3월, 독일 총리실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

으며 재무부는 동년 6월에 법률안을 작성하 고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에 

다시 수정되었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공개매수가 시도되는 경우 그 대상 기
업의 경 진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 취득,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치 등 방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투자자 단체들로부터는 환 을 받았으나 업

계와 노조는 반대하 고 야당은 법률의 제정을 지연시켰다.

한편, 2001년 6월 EU는 기업인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을 확정하여 유럽의

회에 상장하 는데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경 진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이 법

안은 유럽의회에서 273 대 273, 기권 22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의 부결에는 

독일 대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독일 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알려져 독일은 유럽 언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

들이 폭 넓은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데 반해 유럽의 기업들

이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M&A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과, 특히 독일의 경우 다
른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초다수 의결권 주식(Golden Shares) 제도가 없

106) Höpner & Jackson, 앞의 논문, 45-46면.
107) 상세한 것은 <http://www.kodex.de> 참조.
108) Jackson et al., 앞의 논문, 37면. 또, Karl-Hermann Baumann, “Takeovers in 

Germany and EU Regulation: Experience and Practice,” in Hopt 외 공편, 앞의 책, 6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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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등이 독일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법안의 부결에 대

해 독일의 경제인 연합회와 은행업 협회는 환 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재무부는 국내 입법을 다시 서둘러 경 진의 중립의무를 

삭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독일법상 특별결의 요건인 75%)을 받아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 다. 이 법(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WpG)은 2001년 11월 독일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2002년 1
월 1일자로 발효하 다.109)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일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럽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Kom-

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 사전에 그를 공고해야 하며,110) 둘째, 연방증권관리위원회에 공개매수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111) 셋째,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지정된 금융기관로부터의 증빙이 갖추어져야 하며,112) 넷째, 30% 이상의 의결
권 있는 주식의 취득 후에는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여야 하

고,113) 다섯째, 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발행회사 경 진은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여섯째, 경 진은 공개매수 전 18개월 

이전에는 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5%)를 거쳐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114)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은 경 권 방어를 용이하게 해주거

나, M&A를 활성화하거나의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115)

한편, 기업인수법은 독일 주식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116)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들을 축출(Ausschluss; 

squeeze-out)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117) 이에 의하면 95% 이상의 지분을 보

109) 텍스트는 독일 재무부 웹 사이트 참조: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Die Aktiengesellschaft의 2002년 제3권은 이 법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수
록하고 있다. 실무자의 간단한 요약은 Wolfgang Richter, “Germany Takes Lead on 
Takeover Law,”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2(March 2002) 참조.

110) WpÜG 10조.
111) WpÜG 14, 15조.
112) WpÜG 13조.
113) WpÜG 35조.
114) WpÜG 33조.
115) Höpner & Jackson, 앞의 논문, 47면.
116) Aktiengesetz 327a조 내지 327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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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가 자신에게 현금을 대가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결의

하여야 한다. 소수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대가는 매도를 요구하는 주주가 주주

총회결의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고 주주총회결의가 등기된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적절히 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해 소수주주는 법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118)

Ⅴ. 뉴-마켓의 형성과 발전

1. 현황

뉴-마켓은 도이치 증권거래소 그룹의 자회사로서 1997년 3월에 출범하 다. 

Deutsche Börse AG의 100% 자회사로서 정식 명칭은 NeuerMarkt.com AG이

다.119) 이 거래소는 정보통신이나 바이오테크와 같은 첨단 산업분야의 신생기

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120)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사업 리스크가 높아 차입에 의한 금융이 용이치 않은 동시에 

성장 전망이 높아 창업자들이 컨트롤 프리미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독일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효용이 높은 시장이다. 뉴-마켓은 1997년 2개의 상장회사로 출발하여 1997년 

연말에 이미 대 성공을 보여 주었고121) 2000년에는 302개의 상장회사, 1,720

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세계 자본시장 역사상 기록적인 성장을 보인 바 있

117) WpÜG 7부 참조.
118) 소수주주들을 축출하는 메커니즘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는 합병시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의 형태로 발달되어 
왔는데 델라웨어주는 1957년에 간이합병의 경우 이를 허용하 고 1967년에는 일반 합
병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 다. 이후 미국 대다수의 주가 합병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
을 허용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을 축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Black & Gilson, 앞
의 책, 22장 참조.

119) Katja Plückelmann, Der Neue Markt an der Deutsche Börse AG(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120) 독일의 벤처 캐피탈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Theodor Baums & Matthias Möller, 
Venture Capital: U.S.-amerikanisches Modell und deutsches Aktienrecht(프랑크푸르트대
학교 은행법연구소 연구논문 No.83) 참조: <http://www.uni-frankfurt.de/fb01/baums>. 또, 
“Sprechen Sie Startup?,” BusinessWeek(2001년 11월 19일자) 34 참조.

121) Geschäftsbericht Gruppe Deutsche Börse 1997, 3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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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2) 2000년 한 해 동안 외국 회사 24개를 포함 139개사가 뉴-마켓에서 IPO

를 이행하 다. 뉴-마켓에는 2002년 3월 현재 모두 318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123) 뉴-마켓은 독일에 있어서의 주식투자 인구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

다. 독일 주식연구소(Deutsches Aktieninstitut)에124) 의하면 2001년 상반기 기

준으로 독일의 주식투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인 약 1,340만에 이른다고 

한다.125)

2. 본딩 가설126)

세계 각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동시상장의 이유를 해당 기업들이 투자자보

호에 보다 엄격한 미국의 제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럼으로써 투자를 유

치할 뿐 아니라 본국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 나아가 자본조달 비용의 저하로 

인한 기업가치의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서 찾으려는 설명을 본딩

(Bonding) 가설이라고 한다.127) 이 가설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

122) 상술한 바와 같이 2000년 말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1,483억 불이었다.
123) <http://deutsche-boerse.com/nm>.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일의 프랑크푸

르트 증권거래소에는 모두 5,777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이중 4,865개 회사가 외국 
회사들이다.

124) <http://www.dai.de>.
125) “German Investors Show Pluck. Germany Inc. Doesn't,” BusinessWeek(2001년 

9월 3일자), 23 참조. 독일에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주식 보유는 1996년 도
이치 텔레콤(DT)의 1차 민 화에서 비롯한다. Gordon, 앞의 논문; Deutsche Telekom 
AG, Form 20-F(1999년 4월 15일자); Deutsche Telekom AG, Form 20-F(2001년 5월 4
일자) 참조. DT는 독일 우체국(Deutsche Bundespost)의 일부를 구성하다가 1989년에 독
일 우체국이 3개의 사업부문으로 분리되면서 독자성을 갖추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독일 정부가 단독 주주인 주식회사화하 다. DT는 1996년 11월의 IPO로 독일정부의 
지분이 74%로 하락하 으며 1998년 1월에는 독일정부가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25.8%의 지분을 이전하여 1999년 3월에는 독일 정부의 DT 지분이 
48.2%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KfW는 독일 연방정부가 80%, 주정부들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개발은행이다. 2000년 말 현재 독일정부와 KfW의 지분은 DT 총 지분의 
59.64%를 구성한다.

126) Coffee, 앞의 논문(Competition), 45-49 참조.
127) 본딩이란 대리인 비용을 논의하는 경제학의 용어이다. 즉, 본인은 대리인이 부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를 모니터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
에 대해 본인에게 보증을 하거나 기타 제재에 복속할 수 있다. 본딩에서 발생하는 비용
은 대리인 비용의 일부이다. Michael C. Jensen &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5, 308(1976) 참조. 동시상장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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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할수록 증권시장을 국제화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반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 처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설은 상장요건을 비롯하여 모든 규제를 완화하면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선험적인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어서 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다. 특히, 미국 정부(SEC)는 외국 기업들의 미
국 증권시장 진출과 상장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 즉, 미국의 투자은행들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증권의 발행과 거

래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 해 온 바 있는

데128) 본딩 가설은 이의 재고 필요성도 제기한다. 미국 증권법상의 규제란 

SEC의 법 집행에 대한 복종, 투자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등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시도할 가능성, 미국 회계기준의 적용 및 광범위한 기업공시 
의무 부담 등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129) 즉,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Carel Huijgen & Martien Lubberink, Liability Exposure Effects on Earnings 
Conservatism: The Case of Cross-Listed Firms(Working Paper, September 2001),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2412> (SSRN); Darius 
P. Miller, “The Market Reaction to International Cross-listings: Evidence from 
Depository Receipts,” 51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3(1999); Stephen R. 
Foerster & G. Andrew Karolyi, “The Effects of Market Segmentation and Investor 
Recognition on Asset Prices: Evidence from Foreign Stocks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54 Journal of Finance 981(1999) 등을 참조.

128) 미국의 증권거래소들은 외국 기업들에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기
업들에게 적용되는 요건들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증권시장과 증권
회사들의 경쟁력을 배려한 SEC의 조치에 의해 가능해 진 것이다. Roberta S. Karmel, 
“The Future of Corporate Governance Listing Requirements,” 54 SMU Law Review 
325(2001) 참조. 외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에 관한 SEC의 최근 정책 동향은, Trig 
R. Smith, “The S.E.C. and Regulation of Foreign Private Issuers: Another Missed 
Opportunity at Meaningful Regulatory Change,” 26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65(2000) 참조. 또, James A. Fanto & Roberta S. Karmel, “A Report on the 
Attitudes of Foreign Companies Regarding a U.S. Listing,” 3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37(1997); James A. Fanto, “The Absence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SEC Mandatory Disclosure and Foreign Corporate Governance,” 17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119(1996) 참조.

129)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출에는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 외에
도 여러 가지의 규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 중 한 예로 대량주식 취득 보고의무를 들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법(1934년법) Section 13(d)는 동법 Section 12의 규정에 의해 
SEC에 등록된 증권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Schedule 13D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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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과 사법기관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는 주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설

명이며 외국 기업들의 경우 자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러한 효과를 동시상

장을 통해 실현할 수 있고 그를 자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본국 시장에서 겪는 

할인 효과를 제거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려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 본딩 가설의 

요지이다.

본딩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최근 동시상장으로 발생한 정의 비정상

수익율이 상장 이후에도 지속됨을 보이는 실증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 러 교수는 동시 상장 시점이 아니라 동시 상장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의 비정상수익율이 발생함을 보인 

바 있다. 러 교수는 또한 단순히 ADR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보다는 

NYSE나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 비정상수익율이 현저히 크다는 것도 밝히고 

있으며, SEC Rule 144A에 의해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사모 형식으로 발행되어 
PORTAL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경우 가장 작은 비정상수익율을 기록함을 보이

고 불리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고의무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보유보고의무와 거의 같다. 또,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공동
보유자 개념에 의한 규제와 같이 이 보고의무는 그룹 단위로도 적용된다. 이 보고의무
의 준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일은 흔하며 보고의무의 준수와 소송의 수행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이 규정은 당사자들에게,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상
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장, 등록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인
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는 이 규정상의 의무가 미국 증권거래법 Section 12에 의해 등록된 외국 법인의 
증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한 일본인 투자자가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나라 회사
의 주식을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서 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본인 투자
자에게는 미국 SEC에의 위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이 일본인 투자
자가 나스닥에 원주를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에서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나스닥에 ADR을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더 곤란한 것은 어떤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법 Section 12에 
의해 주식을 등록하고 그를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의 5% 이상 주주들
은 모두 SEC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보고의무의 이행 기간
은 SEC에 등록된 후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많이 연장되어 있으나 (유가
증권신고서 제출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결국에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 SEC에 의해 반드시 엄격히 제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그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고 법률상의 의무는 엄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에서도 항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주주그룹 차원의 보고의무는 그 불이행
에 대한 제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국내에
서 엄격하게 이러한 보고의무가 강제되고 있는 나라의 기업의 대주주들은 SEC가 원한
다면 언제든지 위 보고의무 준수여부를 검증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상세한 것
은 Coffee, 위의 논문(History), 683-6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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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30) 즉, 러 교수의 연구는 외국 기업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으로 인

한 비정상수익율 증가 효과가 기업공시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비례하여 나

타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시상장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

가 바로 투자자보호에 있음을 보여 준다.

3. 본딩가설의 모델

독일 뉴-마켓의 성공 사례는 이 본딩 가설을 뒷받침 해주는 모델로 자주 인
용된다.131) 뉴-마켓은 설립된 후 극히 단기간 내에 상장 기업의 수나 시가총액

의 양 측면에서 신생 기업들을 위한 유럽 최고의 시장으로 부상하 다. 본딩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그 이유를 뉴-마켓이 스스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가 행해지는 시장을 표방하고 그를 실천하 다는 데서 찾는다. 뉴-마켓은 

상장 기업들의 기업정보의 공시와 경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기울 는데, 상장요건에는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것, 최소한 일년에 1회 기업분석 

전문가들의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 기업인수 모범규준을 준수할 것, 최저 주식

분산 비율 20%,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내

부자들의 IPO 후 6개월간 주식 매도금지, 회사와 임원들의 모든 주식거래 공

시 등 일반적인 독일의 증권시장에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칙들이 포

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요건들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외
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다.132)

첨단기술 기업 위주의 증권시장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뉴-마켓도 위기를 맞

기도 하 으나 그럴 때마다 뉴-마켓은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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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Coffee 교수에 의하면 뉴-마켓의 사례는 19세기에 NYSE가 자율규제를 강화함
으로써 런던 증권거래소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고 한다. Coffee, 앞의 논문(Dispersed Ownership), 77 참조. Coffee 교수는 소유분산과 
소유집중의 기업지배구조는 법체계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기보다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의 정도 차이에 기원한다고 하면서 19세기 미국, 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비
교 검증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시장의 자율규제 시스
템 발달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Coffee, 앞의 논문(Dispersed Ownership) 참조.

132) 최근 동향은 Josef Tobien & Olaf Schick, “New Listing Regulations: Neuer 
Markt,” The IFLR Guide to Germany 27(2001) 참조.



2002. 6.] 독일의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최근 변화 71

고 이러한 전략은 뉴-마켓에서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정착한 기업들의 시장 

정화 요청에 의해 더욱더 공고해 지고 있다 한다.133) 이는 자율규제의 한 모

습이다. 많은 수의 상장 회사들이 그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그러

나,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독일의 법률이 현실적으로 아직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 기 때문에 뉴-마켓의 노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며 뉴-마켓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그 집행에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의 본딩에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도 소개되고 있다. 한

편, 뉴-마켓은 상장 기업들의 소유가 집중되어 있어서 지배주주들의 경 권 프

리미엄이 높고, 따라서 발달에 한계를 가지는 여러 나라의 증권거래소들이 자

회사의 형태로 규제의 강도가 다른 시장을 개설, 신생 기업들을 기존 기업들

과 차별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Ⅵ. 맺는 말: 시사점

1. 실무적 시사점

위 독일의 사례들은 주주이익 중심의 세계적인 기업경  사조가 기업의 경

자들과 각국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

다.134)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IR을 통한 주주 중시 경 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인 요청이고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그를 반 하는 

높은 주가는 국제적인 기업금융과 대규모 M&A의 시대에 기업실무에 가장 중

133) Coffee 교수는 이를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가 증권시장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한다. Coffee, 앞의 논문(Competition), 47. 이 개념은 사용자가 증가
할수록 어떤 재화의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화기가 자
주 인용된다.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가 늘수록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에서 얻는 효용은 증가한다.) 이 개념을 회사법에 적용시킨 논의는 Michael 
Klausner, “Corporations, Corporate Law, and Networks of Contracts,” 81 Virginia Law 
Review 757(1995) 참조.

134) 한스만-크라크만은 지금까지의 의견들 중 가장 명료하고 강력한 형태의 수렴
론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회사법 역사의 종말을 논하 다. 동 교수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에 관한 이념적인 모델로서는 경 진 중심의 모델, 종업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모
델, 국가의 이익을 모델로 한 모델 등이 모두 그 경쟁력을 상실하 고 주주이익 중심의 

모델만이 생존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로써 회사법은 그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
고 따라서 그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 다는 설명이다. Hansmann & Kraakman, 앞의 논
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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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건이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시장 여건의 조성과 국제화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는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135)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은 외국 증시에의 동시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위 사례

들은 잘 보여 준다.

한편, 외국 증시 상장과 그를 통한 투자자의 유인에는 투자자들의 권리행사 

가능성과 편의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며 DCX의 경우 그를 위해 양국

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거래의 편의는 물론이

고 외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당면하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

한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동시상장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당국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이다. 해외 증권 발행에 관한 실무에서 보게 되는 현상 중의 

135) 스탠포드법대의 블랙 교수가 21개 러시아 회사들의 지배구조 랭킹과 이 회사
들이 미국법에 의해 운 되었다면 누릴 수 있었을 이론적인 시가총액과 현실의 시가총

액 비율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
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샘플 회사들 중 가장 낙후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와 
가장 정비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간의 가치 차이는 무려 703배 정도로 나타나며 랭킹 
한 단계의 차이에는 7.03배의 기업가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연구 대상 기업들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한 전화 회사 Vimpelcom의 경우 NYSE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러시아에서의 시가총액은 이론적인 미국

에서의 시가총액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지배주주가 회사의 거의 전 자산을 개인 기업으로 빼돌리려 시도한 한 석유회

사 Yuganskneftegaz의 경우 그 수치는 0.01%로 나타났다. 즉, 이 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이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의 0.01%만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낙후된 지배구조 때
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의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요인 
때문에 내재가치의 6%에 불과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준다. Bernard 
Black, “The Corporate Governance Behavior and Market Value of Russian Firms,” 2 
Emerging Markets Review 89(2001). 블랙 교수가 사용한 지배구조 랭킹과 시가총액 비
율은 각각 서로 다른 투자은행인 Brunswick Warbug와 Troika Dialog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후자의 데이터는 블랙 교수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것을 차용하 다고 한

다. Bernard Black, Reinier Kraakman & Anna Tarassova, “Russian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What Went Wrong?,” 52 Stanford Law Review 1731(2000) 참
조. 블랙 교수에 의하면 러시아 기업들의 전체의 가치는 약 3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 모든 것은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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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주간사 회사들이나 그 자문 변호사들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

반 자료와 미국 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황

이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자료 못지 않게 발행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

들의 권리행사와 권리 보호에 관한 자료의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발행 회사의 설립국법상의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있거나 (예컨대 외국인 지

분 제한 때문에 DR의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관행상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될 요소가 없는지 면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요소들은 발행의 

성공에 향을 미치거나 가격 결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세

계적으로 투자관리 회사들의 투자 대상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결권의 행사가 고객에 대한 중대한 의무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136)

2. 정책적 시사점

위 세 사례들은 각각 초점이 다른 토픽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 연계

되어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DCX 사례는 독일 기업들도 미국 자

본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자본시장 진출

이 독일기업의 대형 미국기업 인수에 관건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 DCX 사례는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발달이 국제적 M&A를 
통해 기능적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좋은 모델이기도 하다.137) 

136) 종래 펀드 매니저들은 보유 종목의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고 그
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작업을 번거롭고 비효율적이

며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해 왔으며 회사의 경 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단순히 주식

을 매각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고
객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작업도 고

객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정작 주요 업

무인 자산운용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점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펀드 매니저들의 의결권 행사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측면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하는 서비스도 등장하 다. 미국의 AIMR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결권의 신중한 행사를 회원들의 윤리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61-169(8
판, 1999) 참조.

137) Lucian A. Bebchuk & Mark J. Roe, “A Theory of Path Dependence in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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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네스만 사례는 DCX 사례와는 방향이 반대이기는 하지만 독일 기업의 지배

구조와 자본시장이 더 이상 국제적인 조류와는 별개일 수 없으며 국제적인 

M&A를 통해서 보편적인 형태로 변화해 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비은행 기

관투자자의 비중 증가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이를 촉진하 다. 뉴-마켓은 이

러한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자국의 자본시장을 정비하려는 독일측의 노력을 

대변한다. 그리고, 동시상장의 효과로서 본딩 가설의 타당성과 한계가 실증적
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명확하다 하겠다. 기업의 지

배구조와 자본시장의 구조,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가 가장 미국

의 그것들과 대조적인 내용을 가지는 독일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인은 역시 세계경제의 통합화,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과 금융관행의 변화 

등 시장 요인이다. 최근 독일의 주식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들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은,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

받침 해 주기 위한 것이고 독일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호의적인 

규제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미법-대륙법간의 수렴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IMF 사태이후 급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제에 잘 맞지 않는 제도들을 특별법들을 통해 도입한 

것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해 준다. 거래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
장의 요청에 응하는 데는 제도적인 특성 논의가 별 의미가 없으며 효과도 없

음을 최근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말해 주고 있으며 독일의 사례가 그를 직접 

시사하고 있다.138)

Governance and Ownership,” 52 Stanford Law Review 127, 135(1999). 기능적 수렴의 개
념에 대하여는 Ronald J. Gilson, “Globalizing Corporate Governance: Convergence of 
Form or Function,” 49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29(2001) 참조.

138) 그러나, 경 자 통제 문제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회사법 연구에 있어서

도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마도 없을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화에 의해 미국적인 문제 의식이 세계 도처에서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 자 통제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정치적으로 충분한 통제를 받지 않는 사기업 형태의 경제활동이 지배적인 이유

가 무엇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력 행사 문
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라에 따라서는 회사
법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교회사지배구조론의 연구는 연구의 핵심이 
미국적인 문제 의식에서 발단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

어야 한다. Edward B. Rock, “America's Shifting Fascination with Comparative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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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적 시사점

필자는 LLS&V가 분석한 바와 같이 미법-대륙법의 체계 차이가 소유구조

와 자본시장의 형태가 달라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에는 동의하나139) LLS&V

와는 달리 그러한 차이가 수렴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

고자 한다. 최소한 기업의 활동과 자본시장에 관하여서는 미법과 대륙법간

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차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화

적,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발전해 나가던 세계가 점차 하나의 커뮤니케이
션 그룹에 편입되어 하나의 단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주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제도와 심

지어는 문화적 차이는 경제활동에 관한 한 급속히 소멸해 갈 것으로 예상된

다. 이 에서 소개한 독일의 사례들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 해 준다.

한편, 이 에서 살펴본 독일에서의 최근 동향과 사례들은 미국 학계에서의 

이론적 동향과는 무관하게, 세계 각국이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력하는 조류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버얼리-미인즈에서 출발한 명제인 법률과 제도의 경제와 시장의 효

율성에 미치는 정의 상관관계는140) 최소한 미국에서는 최근에 들어 그 타당성

Governance,” 74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67, 389-391(1996) 참조. 또, 
Richard M. Buxbaum, “Institutional Owners and Corporate Managers: A Comparative 
Perspective,” 57 Brooklyn Law Review 1(1991) 참조. 독일에서는 회사의 정치권력과의 
결탁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노동자, 공익에 대한 폐해 문제가 이미 1856년경
에 논의된 바가 있다. Klaus J. Hopt, “The German Two-Tier Board: Experience, 
Theories, Reforms,”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227, 230-231(Klaus J. Hopt 외 공편 1998) 참조.

139) Rafael La Porta et al.,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58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2000); Rafael La Porta et al.,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52 Journal of Finance 1131(1997) 참조. LLS&V 연구의 초점은 
세계 각국기업의 상이한 소유구조와 특정 법체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LLS&V는 소유집중과 소유분산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지배구조가 병존하는 현상
이 법제도의 성질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토

하 는데 그 결과, 증권시장의 발달, 미발달은 미법(보통법) 시스템과 대륙법 시스템
의 채택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즉, 법제도가 회사지배구조 형태의 
결정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상세한 것은 김
화진, 앞의 논문, 47-51 참조. 또, Rafael La Porta et al.,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54 Journal of Finance 471(1999) 참조.

140) 버얼리-미인즈의 책은 회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경제학적 어프로치를 출발시킨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전개한 후 그에 상응하



김 화 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8∼7876

을 의심받기 시작하여 학계의 관심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와는 관

계없이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법률

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다양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는 기업지배구조론 일반과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법과 경제학의 이론이 단순히 미국적인 문제의식과 검증 범위에서 벗어나 세

계화의 틀 속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 법원칙들이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소

유와 경 의 분리가 경 자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메커니즘의 완화로 이어지

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경제적 현실이 회사법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하

고 있다. 이러한 어프로치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회사법학의 주류적인 방법론을 형성하
고 있다. 이 책에 관한 가장 최근의 분석으로 William W. Bratton, “Berle and Means 
Reconsidered at the Century's Turn,” 26 Journal of Corporation Law 737(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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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Listing and Cross-Border Acquisitions 

of German Companies
― Lessons for Korea―

Hwa-Jin Kim
*

141)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orporate finance and financial market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ross-listing and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the German 

companies and puts emphasis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such activities of 
the German companies.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takes three representative 

cases in Germany with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apital markets. The representative cases are the DaimlerChrysler 

merger case, the Mannesmann hostile takeover case, and the success of the 

German Neuer Market.

Cross-listing and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have strongly 
influenced recent regulatory changes in Germany. As Korea shares the basic 

legal system with Germany these developments may provide insight to Korean 

scholars and policy makers on how to develop the capital markets in light of 

the globalization of the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where the 

Anglo-American influence is dominant. The German case shows Korea how 

Germany solved the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in the cross-border 
transactions arising from the differences in the U.S. and German legal systems 

and regulatory environment.

It is impressive to witness Germany take unusually quick steps toward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corporate governanc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ts business enterprises. It is now widely understood that 

* Member of New York Bar; Lecturer in Law, Stanford Law School



김 화 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8∼7878

the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through proper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As shown 

in the cas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Germany apparently has accepted this 

logic in full scale. The Korean companies can follow the example of the 

German companies and improve their standing in the world's financial markets 

through better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and the Korean 
government can support the endeavors of the Korean compani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