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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企業集團 不當內部去來 規制의 法政策的 理解*

1)

宋 沃 烈**

Ⅰ. 問題의 提起

1. 會社法의 觀點에서

두 기업 A, B로 이루어진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을 생각해 보자. 기업집단 

구조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니면 한 회사가 A, B 두 사업부를 두는 구

조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따로 검증을 거쳐야 할 명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업집단 구조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전제하도록 하자. 이 경우 A와 B 사이의 특정한 거래는 먼저 직접적으로 기

업집단 전체의 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의 부의 변화까지 

생각하면, A와 B 사이의 거래가 초래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기업집단의 부는 증가하고 개별 회사도 모두 부가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

어, 처음 A회사와 B회사의 부가 모두 100원이었는데, 위 거래로 인하여 A회사의 

부는 150원이 되고, B회사의 부도 150원이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② 기업집단

의 부는 증가하지만 일부 개별 회사의 부는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 거래

로 인하여 A회사의 부는 150원이 되었으나, B 회사의 부는 80원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기업집단의 부는 감소하지만 ―따라서 개별 회사의 부가 모두 

증가할 수는 없다― 일부 개별 회사의 부는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 거래

로 인하여 A회사의 부는 150원이 되었으나, B 회사의 부는 30원으로 감소한 경

우를 들 수 있다. ④ 기업집단의 부가 감소하고 나아가 모든 회사의 부가 감소하

는 경우.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의 부가 모두 80원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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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다.

이렇게 개별 기업간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된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social welfare maximization)”

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외부효과의 문제는 일단 접

어두기로 하고― 본다면, ①, ②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므로 허용되어야 하

지만, ③, ④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억지되어야 한다고 일응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거래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① 유형과 ④ 유형은 두 기업의 부가 모두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이므로 그나

마 판단이 용이하지만, ② 유형과 ③ 유형의 경우에는 모두 A회사의 부는 증가

하고 B회사의 부는 감소하 기 때문에, 두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얼마나 가치의 감소 또는 증가가 있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는 가치평가

(valuation)의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우선 이 문제는 잠깐 접어두도록 

하자.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①, ②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③, ④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일응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감소한 B회사의 주주는 B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언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③, ④ 유형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② 유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B회사의 부에

만 국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B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부를 감소시

키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단지 B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기업

집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 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사법상 B

회사의 이사는 B회사의 주주에게만 충실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A회

사의 주주에게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A회사 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상, 서로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법상 B회사의 이사는 위와 같은 항변을 가지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

나 이러한 회사법의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인 결론과 모순된다. 만일 현재

의 회사법의 태도가 옳다면 ②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결론을 

지지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대로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왜 이와 정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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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위 이론적 결론이 옳든 아니

면 현재의 회사법의 태도가 옳든, 어느 경우든 적절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2. 公正去來法의 觀點에서

그런데 회사법적 논의는 이러한 내부거래가 초래하는 외부효과의 측면은 고려

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외부효과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범위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외부효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산업구조, 즉 경쟁에 미치

는 향이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개별 기업 사이의 부의 이전이라는 기업집

단 내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이 속한 시장구조에 미치는 향이라

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내부거래가 일어나는 이

유를 살펴보면, 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퇴출되어야 할 계열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흔히 기업집단에서의 내부거래를 “계열사지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내부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향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부거래는 지원을 받은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장구조가 독과점 

상태에 있을 경우 경쟁기업이 계열사의 지원을 받아 새로 진입하게 되면 시장구

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부거래가 시장구조에 미

치는 향까지 고려하면, 앞서 내린 이론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①, ② 유형의 거래라 하더라

도, 지원받은 계열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시장구조를 보

다 독점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경쟁저해로 인한 비효율이 기업집단 부의 증

가분보다 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반대로 

③, ④ 유형의 거래라 하더라도 경쟁촉진의 효과가 크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

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바라보는 범위를 어디까

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거래에 관한 법정책은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고, 이

러한 취지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으로 약칭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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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경우에 따라 제2호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이른바 “부당내부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차별적 

취급행위” 즉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

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

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취급행위과 부당지원행위

를 합하여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말한다. 물론 조문의 위치상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를 위하여 일정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데,1) 이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정상가격”에 의하지 않는 거래, 다시 말해서 

계열사간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당내부거래의 범주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② 유형과 같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가 증가하더라도 경쟁제한 또는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충분히 규제대상

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원

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

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 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

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

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

순한 사업경 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② 유형까지 ―심지어는 

① 유형까지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가

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② 유형과 ③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행정규제의 비유연성(inflexibility)으로 인한 어

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규제당국과 법원은 실제

1) 예를 들어, 1992. 7. 1. 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1997. 7. 29. 제정되고 2002. 4. 24. 최종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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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② 유형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

는 그 이유를 경쟁에 미치는 측면 때문이라고 이해할 것이지만, 사실 규제당국이 

생각하는 규제의 논거가 경쟁저해성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학계와 규제당국,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정거래(fair trade)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구분하면서,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

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② 유형의 거래가 기업집단

의 부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개념

의 실체가 무엇인지 판례도 혼선을 보이고 있으며,3) 나아가 경쟁저해라는 측면

을 제외하고 기업간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왜 문제삼아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규제당국과 법원이 설시하는 바만 

본다면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크기, 지원기간, 지원행위 전후

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고 하여,4) 부당성의 판단기준이 주로 경쟁제한에 미치는 향을 위주로 

2)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제4판, 2004), 301-303면. 공정거래는 공정경쟁보다 넓은 개념
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사업자들이 자유롭
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의 거래방법 자체에 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판례는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
는데, 그 부당성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가 하면(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공정한 경쟁이라는 용어 대신 공정한 거래를 사용한 것도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
결). 그리고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
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설시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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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

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에서도 계열사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

한다고 하면서 경쟁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열거한 뒤, “부당지원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들에 대한 지원

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에서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나아

가 위 특수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시장에

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 등, 부당성의 

판단을 사실상 경쟁제한성과 결부시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공정

거래와 공정경쟁의 구분을 본격적으로 논할 여유까지는 없으므로, 그 대신 이러

한 규제당국과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의 측면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3. 爭點의 整理 및 論文의 構成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은 ②

유형의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된다. 회사법에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에서 이러한 거래는 아직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법정책은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기업집단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부거래

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우선 Ⅱ절에서는 ①, 

② 유형뿐만 아니라 ③, ④ 유형 모두,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태의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

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경쟁의 개념 대신 공정거래의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으

므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 Ⅲ절에서는 특히 ② 유형의 내부거래는 이론적으로 ―

최소한 사전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보인다. 따라서 ② 유형의 거래의 경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정책은 투자자

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02. 4. 24. 최종개정), Ⅳ. 부당성 판단기준. 나아가 부
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로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
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배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등과 같이 경쟁이 저해되는 결과를 열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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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결국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현

재 규제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모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거래 규제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Ⅳ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거래가 사회적으로 억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최근의 소유구조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법적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아쉽게도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들이 많이 있으

며, 특히 공정거래저해성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직도 재벌규

제에 있어서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중요한지 등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하 음을 지적해 둔다.

Ⅱ. 內部去來는 競爭을 制限하는가?

내부거래는 개념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인

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거나 또는 다른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보다 사

정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으로 인하여 다른 비계

열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내부거래는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설명하곤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인용문을 보자.

“A는 큰 재벌그룹 내의 한 계열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내의 타 계열기업으로

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의 구체적 형태로는 금융지원, 판매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계열기업간의 교차보조(cross 

subsidy)라고 한다. 그리고 계열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의 여러 가지 

해택도 일종의 교차보조이다. … 그러나 단일전문기업인 H는 그룹의 계열기업

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A와 H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단일 전문기업인 

H가 대그룹의 계열기업인 A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쟁

에서는 H가 A보다 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재벌그룹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가져올 수 있다.”5)

5) 최정표, “기업구조와 시장경쟁”,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기
업구조연구회 편, 1995),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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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같은 글에서 저자는, 이처럼 재벌식 기업구조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 전반이 비경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룹의 계열기업들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독립적인 경쟁전략을 모

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 차원에서 그룹을 위한 경쟁전략을 모색하기 때

문에 … 각 시장에서의 경쟁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

약은 결국 그룹을 위한 그룹중심 경 전략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룹중심의 

경 단위가 존속하는 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재벌그룹 계열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그 기업 하나 하나가 

소속그룹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종되지 않고 모두 독립적인 경쟁주체로서 시장

경쟁에 참여해야만 그 시장의 경쟁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재벌기

업들의 시장경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재벌기업들이 그룹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벌그룹

의 계열기업들이 모두 독립적인 경쟁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만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룹중심 기업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소유구조의 개편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

들이 총수의 소유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6)

이러한 인식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당국

과 법원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부거래를 통하여 당연히 지원객

체 계열사는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당

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논의

의 편의를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로 이

루어진 기업집단에서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순히 100원의 자금이 이전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거래는 단순한 자금이전 방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중간제품 20개를 납품하는데, B회사에 대

해서는 15원에 납품하지만 같은 산업에 속한 B회사의 다른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20원에 납품하는 경우, 이는 B회사에 20원에 납품하면서 ―현행법상 “부당”한 

내부거래는 아니다― 단순히 100원을 B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반

대로 B회사에 25원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B회사가 A회사에 100원을 지

6) 최정표, 전게논문, 133-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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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용역이나 자산, 인력의 이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개

념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지원을 받은 B회사는 100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당해 산업에서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사은

품을 줄 수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가격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또는 그 산업

에 불어닥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B회사는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보는 논점은 지원객체회사가 그 산업에서 다

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해지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유리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 100원의 자금의 이전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자금이전이 경쟁과 상관이 없다는 첫 번째 논거는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회사의 두 사업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한 회

사 내에 A사업부와 B사업부의 형태로 사업을 위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자

금이전이 A사업부에서 B사업부로 일어났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자체로는 공정거

래법상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을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경 판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자금이전이 의도

적으로 B사업부가 속한 산업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전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정해진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이유는 회사의 B사업부가 추가적으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이지, B사업부에 대한 자금이전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만일 사업부 

사이에 자금이 이전되었으나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면 자금이전만을 가지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사업부 사

이의 자금이전을 그 자체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를 확대하여 두 사업부를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

로 형식을 바꾼 경우에는 어떠한가? 경제적인 실질이 사업부 구조와 차이가 없

다면 규제의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100% 지분으로 계

열사가 연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계열사간 실효적인 지배(control)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동일한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차이는 단순히 지분구조가 다르다는 점밖에는 없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자금이전이 있었고, 그것이 B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



宋 沃 烈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227～257236

쟁에 미치는 향은 각 회사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는 전혀 상관

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A회사와 B회사간 자금이전 자체를 규제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사업부 구조 하에서의 자금이전도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반대로 사업부 구조 하에서 자금이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면 서로 독립적

인 부분계열사의 경우에도 자금이전을 규제할 이유는 없다. 결국 이상의 유추가 

보여주는 바는, 계열사간 자금이전을 통하여 실제로 지원객체인 B회사가 시장에

서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여러 독점적 행태를 보일 경우 그 행위에 집중

하여 그 행위를 규제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자금이전이 경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두 번째 논거는 이 경

우 B회사에 이전된 100원은 필요하다면 B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B회사는 은행에서 빌리거나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100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것은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 경우 B회사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B회사에 100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B회사가 속한 산업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물론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은 무상임에 비하여 주식이나 사채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B회사의 신용이나 성장가

능성에 문제가 있어 시장에서는 100원을 조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모두 B회사가 100원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일 

따름이다. 100원을 조달하는가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회사의 운 에 있어 많

은 경우 대단히 중요하고, 어느 경우에는 결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소한 

경쟁법의 관심사항이 될 수는 없다. 경쟁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100원을 조달여부 

또는 그 조달방식이 아니라 그 100원으로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

순히 계열사로부터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적

용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역시 B회사의 

시장에서의 행태에만 국한하여 규제하면 충분하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집단에서 개별 계열사가 각각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물류만을 담당하는 계열사를 만들어 기업집단의 모든 물

류업무는 그 계열사에 집중시키도록 하 다고 가정하자. 이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자.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2005. 3.] 企業集團 不當內部去來 規制의 法政策的 理解 237

하는 것은, 기업집단 외부에서 물류를 조달할 경우에는 80원이면 해결할 수 있었

는데, 예를 들어 기업집단에서 이 물류계열사에 80원을 주면서 일을 맡기는 것과 

90원을 주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부당내부거래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르게 본다

는 점이다. 그러나 계열사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치르는 문제는 문제의 본

질과 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집단에서는 이 물류계열사에 80원을 지불하

고 일을 맡기고, 대신 10원을 ―위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물류계열사는 10원을 어디선

가 조달할 수 있다. 위 거래에서 실제로 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집단의 물류

를 모두 물류계열사로 몰아주기로 하는 결정이며, 따라서 설사 물류계열사에 80

원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경쟁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외부의 경쟁

과 관련된 부분과 계열사간 부의 이전의 문제는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물론 여전히 “다른 회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본을 조달하는데, 계열사가 

단지 기업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원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역

시 경쟁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정확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불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이 의구심이 정확히 무엇을 걱

정하는 것인지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甲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甲의 부모는 제주도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자금

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하자. 아니면 이미 땅을 전부 처분하여, 甲이 설립한 회사

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다. 이 예는 甲의 자금력이 甲의 

노력과는 별 상관이 없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든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산업에의 진출이나 그 행동에 

어떤 제약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 경우 甲은 물론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 甲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부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

으나, 甲이 경쟁저해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충분한 자금력을 문제삼

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현재 규제상으로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풍부한 

자금이 부모의 제주도 땅에서 연유한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기업집단에서 

연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옳다. 이 경우 자금이 풍부하면 지

원객체가 속한 산업에서 좀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으

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겠으나, 이것이 독점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

을지는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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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회사에서 B회사의 자금이전으로 인하여 B회사의 경쟁저해적 행위가 면

책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이 A회사가 B회사에 중간제

품을 납품하는데, B회사에 대해서는 15원에 납품하지만 B회사의 다른 경쟁업체

에 대해서는 20원에 납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B회사는 최종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인하가 부당염매 또는 약탈적 가격책

정(predatory pricing)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판단에 있어서 결

정적인 것은 B회사가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구조인데, B회사가 15

원에 중간제품을 매입하 다면 약탈적 가격책정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20원

에 중간제품을 매입한 경우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내부거래를 통하여 비

용구조를 조절함으로써 지원객체의 경쟁저해 행위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B회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7) 이를 가지고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모두 100% 지분소유로 연결되어 있었

다면 기업집단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보다 쉽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라면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

업집단 내부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훨씬 관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는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기업(firm)으로 파

7) 그러나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중간제품의 납품가격은 B회
사에 대해서는 15원, 그 경쟁사에 대해서는 20원이라고 하고, 각 회사는 모두 10원씩 
추가로 비용을 들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자. 따라서 약탈적 가격책정인지 여부
의 판단기준은 중간제품 납품가격 + 10원이라고 단순히 가정하자. 이 경우 B회사가 
27원의 가격을 책정한 경우가 본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상황이다. 이러한 사례에
서 B회사의 행위가 약탈적 가격책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정
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B회사가 중간제품을 20원에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고 B회사의 비용구조를 판단하
는 방법으로서, 이 경우 27원은 약탈적 가격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는 B회사가 경쟁자
를 배제할 의사가 없이 ― 27원을 설정하더라도 이익이 난다는 점에서 ― 27원의 가
격을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한다. 두 번째로는 
A회사와 B회사를 합쳐서 비용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A회사가 경쟁사에 대한 중간제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약탈적 가
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비용이 15원이 들었다고 
하면 경쟁사에 대한 판매로 5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 5원의 이익은 A회사
와 B회사를 합쳐 생각하는 경우 전체적인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B회사가 
설정한 27원은 약탈적 가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과소규제의 문제
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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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50%의 

지분에도 못 미치는 내부지분율로 연결되어 있고, 그나마 지배주주의 실제 보유

지분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

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에서 다룰 소액주주에 관한 문

제일 뿐이며, 경쟁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Ⅲ. 內部去來는 少額株主의 利益을 侵害하는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계열사에 대한 100% 지분보유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각 계열사에 소액주주가 존재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를 통

하여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고 소액주주가 손실을 보는 예는 매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 서론에서 생각한 사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처음 A회사와 

B회사의 부가 모두 100원이었는데,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하여 A회사의 부는 

150원이 되었으나, B회사의 부는 8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

여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A회사는 50%, B회사는 10%라고 하고, A회

사와 B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주식보유관계가 없다고 하자. 이 경우 지배주주의 

부는 처음 60원에서 내부거래 이후 75원 + 8원 = 83원으로 증가하 다. 물론 그 

이유는 지배주주가 지원객체인 A회사의 지분을 지원주체인 B회사의 지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배주주로서

는 이러한 거래를 시도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지배주주는 설사 내부거래가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에도 자신의 몫이 커진다면 내부거래를 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는 최

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로 인하여 A회사의 부는 150원이 되고 B회사의 부는 30원이 되

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배주주의 부는 75원 + 3원 = 78원으로 처음의 60원보

다 커진다. 따라서 지배주주로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감소되는(value- 

decreasing) 내부거래도 충분히 시도할 인센티브가 있다. 두 가지 사례에서 B회사

의 소액주주의 부가 처음의 합계 90원보다 감소하 음은 쉽게 보일 수 있다. B

회사의 부가 80원으로 된 경우에는 B회사의 소액주주의 부는 합계 72원으로 감

소하 고, B회사의 부가 30원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몫은 합계 27원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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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가 이처럼 계열사간 부의 이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 소액주주의 이익

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 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열사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지원주체가 정

상가격 이상의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제공하 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

기서 정상가격이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거

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거래가격을 말하기 때문이다.8) 여기서 이러한 지원이 

다시 부당한 지원이 되는지는 다시 따져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원행위는 거의 언제나 계열사간 부의 이전을 수반하고, 그 결과 소액주주

의 부도 변하기 마련이다.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이러한 부의 이전을 우려해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그러한 역할까지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법 역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규제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어느 법에 속

하여야 하는가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이처럼 내부거래의 결과 B회사의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

해되는 것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

업집단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람직한 내부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부거래가 설사 기업집단 ―나아가 혹은 사회 전체

―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일어나더라도, 개별 계열사의 소액주주에게 그

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1. 少額株主의 事前的 選擇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파이의 크기와 나누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에서 채택하는 효율성의 개념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상관하지 

않고 전체 파이의 크기만을 생각한다―에서 보면, 비록 B회사의 소액주주의 몫

은 작아지더라도 지배주주와 A회사 소액주주의 몫이 그 이상으로 커졌으므로 A

회사의 부를 150원, B회사의 부를 80원으로 만드는 ② 유형의 내부거래는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③ 유형의 내부거래는 전체 파이의 크기

를 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B회사 주주의 입장에서

8)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02. 4. 24. 최종개정), Ⅱ. 용어의 정의(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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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 100원에서 80원이 되든 30원이 되든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일 테지만, 

두 거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관

점의 문제이므로 사실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효

율성 개념을 선택한 이상 다른 결론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B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니즘

이 존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② 유형의 내부거래는 파레토(Pareto) 효율성 기

준을 만족한다― 또는 마치 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굳이 위와 같은 엄격한 효율성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관점의 차이와 상관

없이 일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 논증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메커

니즘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B회사의 소액주주의 이

익이 실제로는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소액주주 보호라는 근거를 가지고” ② 유형의 내부거래

를 금지할 수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가 그 정의상 파레토 개선인 

이상, 소액주주들도 실제로는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의 논증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트릭을 사용한다. 이 트릭은 

사실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채용한 방식과도 유사한데, 그 요체는 B회사에 

투자할 소액주주들에게 룰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a) 처음 

투자하 을 때보다 회사의 부가 감소하면 그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룰과, (b)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가 감소하면 그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

나, 다만 그 거래로 인하여 계열사 전체의 부가 증가한 것을 이사가 입증한 경우

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룰,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룰을 

선택할 수 있다.9) 물론 이러한 선택은 실제로 투자하기 전 또는 투자한 이후 내

부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소액주

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된다. 그런데 앞서 서론에

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의 거래 중에서, 룰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② 유형의 거래뿐이다. ① 유형은 어느 룰을 선택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

으며, ③, ④ 유형은 어느 룰에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② 유형에 

대해서는 소액주주가 (a)를 선택했다면 책임추궁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현재 우

9) 논의의 엄 함을 위해서는 선택지에 (c) 향후 어떤 내부거래가 일어나든 B회사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룰을 추가하여야 한다. 논의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근본
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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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회사법의 입장이기도 하다― 만일 (b)를 선택했다면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B회사에 투자하려는 소

액주주라면 어떤 룰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소액주주가 (b)를 택할 것이라는 점을 보이

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B회사 소액주주의 이익은 사후적(ex post)으로 본다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전적(ex ante)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에게 사전적으로 선택권을 주었더니 (b)를 택하 다는 것

은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도 (b)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결국 “소

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a)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는 설명은 충분

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선 투자자는 위험중립적이고, 단순히 시장정보에 의해서만 투자를 한다고 전

제하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내부거래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 및 그 

내부거래로 인하여 각 회사의 부는 어느 정도로 변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이다. 

먼저 내부거래의 규모는 정확히 알지만 그 방향은 모른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 

방향에 대한 확률분포는 알고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A, B회사의 부가 각각 

100원씩인 상태에서, 위 내부거래가 A회사의 부를 150원, B회사의 부를 80원으

로 만들 가능성이 50%, 반대로 A회사의 부를 80원, B회사의 부를 150원으로 만

들 가능성이 50%로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B회사의 소액주주의 지분은 합계 

90%라고 하자. 이 경우 소액주주로서는 내부거래로 인하여 전혀 손해볼 것이 없

다. 첫 번째 논리는 기대값 논리이다. 소액주주는 기대값 기준으로 (b)의 룰을 택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a)를 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기대값이 90원에 불과하지만, (b)를 택한 경우에는 B회사에 투자하 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몫은 72원이 될 가능성이 50%, 135원이 될 가능성이 50%이

므로, 그 기대값은 103.5원이 된다. 소액주주는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하 으므로 

기댓값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므로, 결국 소액주주들은 (b)를 선택할 것이다. 

두 번째 논리는 분산투자의 논리이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B회사에 투자한 지

분비율만큼 A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통하여 기대

값 기준으로가 아니라 확실한 금액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회사

에 각각 10%를 투자하면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20원의 부를 가지지만, 내부거래

가 일어나면 23원의 부를 가지게 된다. 전체 기업집단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전략을 통하여 개별 계열사의 부의 변화에는 상관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005. 3.] 企業集團 不當內部去來 規制의 法政策的 理解 243

위와 같은 내부거래는 언제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

다음 상황은 내부거래의 규모도 알고 있고, 그 내부거래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

나는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내부거래

가 A회사의 부를 150원, B회사의 부를 80원으로 만드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하자. 아니면 이러한 방향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날 확률이 반대방향으로 일어날 

확률보다 매우 높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데,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배주주가 A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B회사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A회사로 부를 이전할 인센티브

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tunneling)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에 대

한 정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거래가 항상 B회

사의 부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논거 가운데 첫 번째 논리인 기

대값 기준에 따라 (b)를 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하다. B회사의 10% 주식을 

10원에 투자한 투자자는 내부거래로 인하여 8원밖에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번째 논리는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를 A회사와 B회사에 

적절히 분산시키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로서, 설사 B회사에만 투자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를 본다

고만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그러한 내부거래의 가능성을 B회사 

주가에 반 하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투자자가 B회사에 투자할 때 

그 주식을 10원이 아니라 8원에 샀다면 투자자로서는 손해가 없다. 그리고 생각

해 보면, 위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예측된다고 하면 B회사의 주

식이 시장에서 8원 이상으로 거래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내부거래의 가능성까

지 주가에 반 되는 효율적 시장을 가정한다면, B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discounted)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로서는 특별히 손실을 보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기업집단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의하라. 그 결과 내부거래의 가능성은 항상 기업집단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집단의 가치가 증가하는 내

부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 사전적인 기대값의 관점, 분산

투자, 효율적 자본시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위험중립적인 투자자라면, 기업집단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내부거래는 허용하는 

(b)룰과, 반대로 기업집단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내부거래라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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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룰 사이에서 어떠한 룰을 선호할까? 아마도 투자자가 모여 법을 선택할 수 있

다고 하면 (b)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실제로 B회사의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고, 사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계열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부를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와 연동시킬 수 있는 메

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② 유형의 거래가 파레토 개선을 가지고 옴

을 의미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내부

거래를 허용하는 룰을 선호한다면, 최소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행의 규

제를 존치시킬 근거는 없어진다.

2. 몇 가지 現實的 考慮事項

이상의 논의는 현행 회사법의 입장이 그렇게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한다. 먼저 자본시장의 효율성 논리는 그렇게 좋

은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자본시장이 위와 같

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라면 굳이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

를 염두에 둘 이유가 없다. 기업집단의 가치가 감소하는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그 

정보만 사전에 가격에 반 될 수 있다면 투자자는 아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부가 150원, B회사의 부가 30원이 되는 위 ③ 유형의 

내부거래도 허용된다고 하자. 설사 이러한 내부거래가 100% 확률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B회사의 10% 지분은 3원에 거래될 것이므로, 3원에 이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는 설사 이러한 내부거래가 일어나 B회사의 부가 100원에서 30원으로 감

소하 더라도 아무 손해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확히 작동하

는 시장에서는 특별히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법이나 규제가 있어야 할 이

유도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가격에 반 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한 논거

는 너무 신뢰할 것은 못된다.

다음으로 투자자의 위험중립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위 논의에서 위험중립성 

가정은 단순히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투자자의 위험기피적 성향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개별 기업에 특유한 위험은 

거의 없앨 수 있고, 그 결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기댓값만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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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회사법적 논의에서는 투자자의 

위험중립성을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투자자들이 위험기피

적 성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관찰되는 행동은 기대값만 가지고 투

자 의사결정을 하는, 마치 위험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만일 위험중립

적인 가정이 없다면, 마치 롤즈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

화하는 룰을 택하는 것처럼, 투자자는 미래의 부의 변동이 적은 (a)룰을 선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 논거가 정확히 맞지는 않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분산투

자에 있는데, 다시 분산투자의 가능성은 위에서 두 번째 논거이기도 하다. 따라

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 

중요한 논거가 모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상장회

사의 경우이다. 아니면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지배주식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유

동주식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기업

집단 전체에 대하여 분산투자를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위 두 번째 논거가 적

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기대값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는 첫 번째 

논거도 투자자의 위험기피적 성향으로 인하여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업

집단에 비상장회사가 존재하고, 많은 내부거래가 비상장회사와 관련되어 일어나

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보호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회사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자가 기업집단 전체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회사의 지분이 기업집단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개회사에 전부 보유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공개

회사의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역시 기업집단 전체 주식에 대하여 포트

폴리오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의 뒷

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하에서, 위와 같이 지배주주가 지분율 차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

여 실증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기업집단 지분구조는 앞의 예

처럼 단순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어서, 지배주주가 실제로 어느 계열사를 더 많

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지분은 A회사가 30%, B회사가 10%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배주주로서는 B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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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회사로 부를 이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B회사를 50% 보유

하는 계열사 C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간접적인 

지분비율까지 생각하면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 25% = 35%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지분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배

주주로서는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지분비율이 낮은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내부

거래를 택할 것이다. 물론 실제로 지배주주로서는 지분비율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아예 그러한 지

분비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지배주주가 실제로 

사익추구를 위하여 내부거래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내부거래를 이용하는지는 보다 정확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Ⅳ. 不當內部去來의 規制와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이상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거

를 가지고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내부거래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론적으

로는 그렇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

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에 관한 법제가 기업의 소유구조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부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소액주주의 

부가 사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용인하는 법제를 채택할 경우, 기업집단의 지배

주주의 소유구조 선택에 어떤 왜곡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따라서 이론적인 결론

을 내리기에 앞서,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와 소유구조의 문제를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흐름과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

여 먼저 투자자 보호법제가 기업의 소유구조에 미치는 향에 관한 일반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내부거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企業의 所有構造에 관한 一般理論

먼저 투자자 보호법제가 단순히 분배적 차원에서, 즉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를 잘 보호하는 법제에서 전체 파이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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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는 것이다. 먼저 논의의 출발은 기업의 소유구조가 분산되든 집중되든 모

두 각각의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따라 어느 경우에

는 분산된 소유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회에서는 집중된 소

유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주의 주식 중에서 50주를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50주는 분산되어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자. 여

기서 우선 주어진 사회조건은 분산된 소유구조가 더 사회적 파이를 키울 수 있

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기업가치는 100원인데,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완전히 분산시켜서 전문경 인 체제로 전환하면 기업가치가 

110원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현재 기업가치는 지배주주 60원(주당 

1.2원), 소액주주 40원(주당 0.8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자. 여기서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

하여 회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보다 20원을 더 

가지게 되는데, 이를 “지배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이라고 하고, 기업지배

구조이론에서는 “지배권에 따르는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이라고 부

른다. 여기서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업이 분산된 소유구조로 이행하겠는

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10원의 가치증가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50% 지배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 인센티

브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 자신의 주식을 팔면 110원의 50%인 55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현재 자신은 60원의 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주

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면서 60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가 120원 이상으

로 상승되어야 한다. 결국 기업의 가치증가가 100원에서 120원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비록 사회적으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배주주는 소유구조 선택에 관해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계산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배주주가 현재 소

액주주가 누리는 것보다 20원만큼의 회사 가치를 추가로 얻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이론에서는 지배권에 따르는 사적 이익을 투자자 보호법제

가 미흡한 결과로 본다. 만일 투자자 보호법제가 잘 강제되고 있어서 지배주주가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지배권 프리미엄이 0원에 가깝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산소유구조 하에서 기업의 가치가 100원보다 커지는 경우 

지배주주는 주식을 팔고 분산된 소유구조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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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직관을 가지고도 소유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현금흐

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가 적어지면 소유구조 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

성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배주주가 20주만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지

배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완전히 분산

시키면 기업의 가치가 100원보다 더 커진다고 하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배권 

프리미엄은 20원이라고 하자. 지배주주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로 커져야 분산된 

소유구조로 이행하려고 할까? 현재 지배주주의 몫은 80원 × 20% + 20원 = 36원이

고, 소액주주는 80원 × 80% = 64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시장에 

20% 주식을 팔 인센티브를 가지려면 그로부터 36원 이상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는 기업의 가치가 18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왜곡이 

일어나는 가치증가의 범위가 100원에서 180원 사이로 넓어진 것이다. 수식을 사

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만 보아도 지배에 필요한 지

분이 적어질수록 현재의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비효율적일 확률이 더 

커짐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출자총액의 제한근거로서 소유지배의 괴리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직관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액주주를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내부거래에 대한 법정책을 생각할 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기업지배구

조이론에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소액주주가 보호받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정의롭다거나 형평에 맞아서가 아니다. 흔히 “개

미” 투자자라고 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을 마치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생각하는 것

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따름이다. 소액투자자 가운데는 국제적인 헤지펀드도 있

고 투자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도 있다. 나아가 위 숫자 예에서 소액주주는 주당 

0.8원, 지배주주는 주당 1.2원으로, 소액주주는 지배주주보다 주당 0.4원 적게 가

치를 배분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차피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면 소액주주는 그 주식을 주당 0.8원을 주고 매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낮다고 하더

라도, 소액주주가 이러한 정보가 반 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나쁜 기업지

배구조로 인한 피해자는 아니다. 그런데 왜 소액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가? 그렇

지 않으면 지배주주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소유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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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사회적

으로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

럼 소액주주의 보호는 분배의 차원이 아니라 효율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배주주 체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또는 소유구조를 지배주주 체제로 갈지 전문경 인 체제로 갈지는 시장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신

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경 진의 대리비용을 막을 수 있는 지배주주 체제가 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위 모형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

린 주장이다. 지배주주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서 지배주주 체제가 현실에서 나타

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분산된 소유구조로 가면 기업가치가 

90원이 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계산해 보면, 현재 60원의 가치를 누리는 지배

주주로서는 시장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팔면 45원 밖에 받지 못하므로, 결국 계속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나타난 지배주주 체제는 사회적으로 효율

적이다. 일반적으로 경 진의 대리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경 진의 행위를 감

시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방적

으로 지배주주의 존재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를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 현실적으

로 지배주주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쉬워서 존

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경 인의 대리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더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법이 투자자의 

보호를 강하게 하여 지배주주가 누릴 수 있는 사적 이익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나타나는 지배주주 시스템은 사회적으

로 효율적이라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모델에서는 사회적으로 분산된 소유구조가 효율적임에도 불구

하고 개인적으로는 지배주주 체제를 택할 인센티브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 반

대의 가능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분산된 소유구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반드시 그 사회에서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는 지배주주 체제가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된 소유구조가 나타난 것은 아

닌가? 투자자 보호만을 고려하는 모델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수식

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정확하겠으나, 직관적으로 보면 위 사례에서 분산된 소유

구조로 가면 기업가치가 9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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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들어 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효과는 항상 비대칭적으로 나

타난다. 설사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변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투

자자 보호수준”이라는 변수의 효과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밖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산소유가 효율적임

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체제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투자자 보호가 완벽

하게 된다고 해서, 그 반대의 현상, 즉 지배주주 체제가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소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이러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 미국의 논문을 읽다 보면 

분산된 소유구조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도, 그러한 전제를 명시

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2. 企業集團 內部去來의 法政策과 所有構造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위 모형을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맥락에 

응용해 보면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두 가지 룰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지배주주

의 인센티브가 바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계열사간 부의 이전을 초래

하는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a)룰과 기업집단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전

제에서만 그러한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b)룰은 모두 기업집단 전체의 부를 감소

시키면서까지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직관적

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룰에서든 기업집단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효율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소유구조가 왜곡될 이유는 없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

다. 그러나 두 가지 룰 모두 사실은 지배주주의 소유구조 선택을 왜곡한다.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a)룰은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경우에도 지배주식을 매각해 버리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반대로 일정한 내부거

래를 허용하는 (b)룰은 주식의 분산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경우에도 계속 지배

주식을 보유하고 있도록 유도한다. 모두 소유구조의 관점에서 비효율을 발생시키

지만 그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 사례와 비슷한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계열사 지원은 역시 B회사에서 A회사로 이루어진다. 두 기업의 가치는 모두 100

원이고, 현재 지배주주는 A회사 지분 50%와 B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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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지배주주의 부는 80원이다. 만일 지배주주가 현재와 동일한 지분비

율을 유지한다면 미래에 A회사의 부를 150원, B회사의 부를 8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내부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자. 논의의 편의상, 이 내부거래는 지배주주의 부

를 75원 + 24원 = 99원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법적 제약만 없다면 100% 확률로 

일어난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지배주주가 A회사의 

50%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

에 있어서 위 두 가지 룰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소유구조

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배주주가 A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분산된 소유

구조로 변하면 A회사의 기업가치가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대신 지분을 매각

하면 A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기회는 사라진다고 하

자. 반면 B회사의 지분구조는 고정시킨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선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의사결정이 최적인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이전에 사회적으로 230원의 부가 창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매각하고 분산소유구조로 이행하게 되면 내부거래의 가능성은 없어지

고 B회사의 부는 100원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분산소유구조는 그로 인하여 A회

사의 가치가 130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이하

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제 두 가지 룰 하에서 지배주주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먼저 모든 내부거래가 금지되는 경우부터 시작하자. 이 경우 지배주주는 설사 A

회사와 B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

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지배주주는 80원의 부를 얻

는다. 그럼 소유의 분산으로 인하여 A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해야 지배주주

가 자신의 지배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지배주주가 B회사로부터 얻는 부가 30원

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주식의 매각으로 50원 이상만 얻을 수 있다면 

지배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것이다. 그 의미는 A회사의 소유가 분산되었을 때 

100원 이상의 가치만 된다면 지배주주에게는 분산소유구조를 택할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효율성 조건과 비교해 보면 지배주주는 사

회적으로 분산소유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소유를 분산시킴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내부거래는 허용되는 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지배주주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75원 + 

24원 = 99원의 부를 얻는다. 위의 논리를 반복해 보면,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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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B회사로부터 얻는 부 30원을 공제하고 69원 이상을 매각대금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의 투자자가 50% 주식에 대하여 69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것은 

소유가 분산되면 A회사의 가치가 138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사회적 효율성 조건과 비교해 보면, 지배주주는 주식을 매각하여 

분산소유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도 ― 기업가치가 

130원에서 138원 사이로 증가하는 경우 ― 계속 A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직관을 알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례를 일반화된 수

식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10) 간단한 계산을 해 보면, 위에서 사회적 효율성과 

지배주주의 인센티브에 괴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주주가 A회사와 B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이 다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11) 만일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동일하다면 지배주주는 A회사와 B회사를 합한 하나의 

집단의 손익에 자신의 손익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인센티브는 결국 전

체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그 반면,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면 전체 기업집단의 이익증가에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것보다 더 많은 이

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로서는 계속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유지할 인센티브를 더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

배주주가 추가로 얻는 이러한 이익은 소유를 분산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지배주식

의 매각대금에 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소유구조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 

10) 지배주주의 A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a, B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b라 하고, 내부거
래로 인하여 각 회사의 가치변화를 ∆VA, ∆VB라고 하자. B회사가 지원객체라는 점
에 주목하여, a > b라는 조건을 추가로 가정한다. 소유의 분산으로 인한 A회사의 가
치변화를 단순히 ∆V라고 놓자. 허용되는 내부거래는 ∆VA + ∆VB > 0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소유의 분산에 관하여 사회적 효율성 조건은 ∆V > ∆VA + ∆VB. 이러
한 내부거래가 허용되는 룰에서 지배주주가 계속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 부의 증가
는 a∆VA + b∆VB, 지배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부의 증가는 a∆V. 따라서 지배주주가 
분산소유구조를 택할 조건은 a∆V > a∆VA + b∆VB. 여기서 a > b를 염두에 두고 
두 조건을 비교해 보자. 먼저 사회적 효율성 조건 ∆V > ∆VA + ∆VB가 성립하면, a
∆V - aVA > a∆VB가 되고, 다시 a∆VB > b∆VB이므로 지배주주의 개인적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개인적 인센티브 조건 a∆V > a∆VA + b∆VB

이 만족되더라도 a > b인 이상 반드시 ∆V - ∆VA > ∆VB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11) 위에서 a = b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효율성 조건과 지배주주의 개인적 인센티브 조

건은 완전히 일치함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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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을 막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비효율적인 지배주

주체제를 유지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반면 비효율적인 분산소유체

제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더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를 규제의 편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규제의 비용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국 편익과 비용을 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만일 비효율적인 지배주주체제의 유

지가 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규제가 바람직할 여지

도 있다.

3. 次善의 規制로서의 不當內部去來規制

그러나 이처럼 소유구조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적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대

단히 비효율적이다.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규제에 들어가는 

집행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벌규제의 방향은 과거 경

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으로 전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규제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투

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 등 종래 회사법에서 말하는 기업의 대

리비용과 관련된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12) 대표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

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 역시, 최근에는 재벌이 너무 커지

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가 커지면 지배주주가 사익

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과 경 진의 대리

비용을 규제하는 시장 메카니즘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면 소위 

경제력집중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모든 재벌규제는 철폐하는 것

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다.13) 이 글에서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그 좋은 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진이 저술한 내용을 보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동원,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2004), 313-338면; 이동규, “재벌문제
를 둘러싼 최근 이슈 및 쟁점”,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2004), 339-363면.

13)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로드맵에서 3년 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
고 시장자율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하여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쉽게 풀어쓴 시장개
혁 3개년 로드맵(200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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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일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것

은 출자총액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위 차선의 규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b)룰을 채택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책임추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법제도의 미비나 주주의 경제적 인센티브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b)룰을 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는 기업집단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부거래까지 

감행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차선의 규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 기업집단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② 유형의 내부거래는 허용하면서도 기업집단의 가치를 감소

시키는 ③ 유형의 내부거래는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계열사가 잘 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계열사간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대신 계열사가 부실화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내부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

로 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운 하면 

② 유형과 ③ 유형의 내부거래를 어느 정도까지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論에 갈음하여: 內部去來에 관한 理論的 論議의 法的 含意 

이상에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해서 어떠한 법정책이 바람직한지에 관하

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법적 함

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규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한 사전적 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사적 책임추궁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내부거래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과 별 상관이 없으며, 설사 부의 

이전을 사전적으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의 행

정기관으로서는 ② 유형과 ③ 유형을 분리하여 따로 취급할 만한 정보나 인센티

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사적 책임추궁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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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반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의 이전을 규제하는 것은 이론

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메커니즘이 작

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규제가 타당하다는 태도

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는 태도

는, 실제로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서는 부당내부거래의 규제가 어디까지나 차선의 규제라는 점을 인식하

고, 규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적 책임추궁의 방식을 운용함에 있어서, ② 유형의 내부거

래에 대해서는 개별 계열사의 경 진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

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거래의 국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개별 계열사의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개별 계열사의 부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가 아

니라 기업집단 전체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책임추궁시 이사가 기업집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이

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항변을 허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례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가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아예 항변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해

결할 문제는 아니다.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 기업집단이 집단으로서의 시

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회사법의 역을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 기업을 넘어 존재하는 실체

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회사법이 규율하는 모든 경우에 그

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개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필요

도 없다. 다만 이 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계열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

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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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n Intra-Group Transactions
― Economic Analysis―

14)

OK-RIAL SONG*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group-affililated firms, which I label as intra- 

group transactions, are strictly prohibited in Korea.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Law, for instance, regards such deals as illegal, if the prices on which the 

contracting firms voluntarily agreed do not satisfy the arm's-length deal 

conditions, since it is believed that such subsidy enables the group firms to 

dominate the relevant markets. If the wealth is transaferred from firm A to firm 

B in a corporate conglomerate, moreover, the Korean corporate law also allows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A to make its directors liable for such losses. The 

directors of the firm A do not owe any legal duti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B, and therefore, it does not matter whether all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A and firm B are better off as a whol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such legal policy is socially desirable, and particularly argues that the intra-group 

transactions ― and wealth transfer effect associated with such deals― should be 

allowed if the value of the whole corporate group is increasing due to such 

transactions.

First of all, the intra-group trades themselves do not have any negative or 

harmful externalties to th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Although it is sure 

that the subsidized firm will take better position to compete, this is just like an 

entrepreneur having a rich father who is ready to finance the venture. To put it 

another way, such benefit from group-affiliation is merely financial one in 

essence.

From the corporate law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I argue that the 

*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3.] 企業集團 不當內部去來 規制의 法政策的 理解 257

minority shareholders are willing to choose the rule under which they are not 

entitled to sue the managers if the value of the whole corporate group is 

increasing. Given such value-increasing intra-group transactions, the minorities are 

better off ex ante, if the group-firms are statistically equally benefited from the 

inter-group deals. Moreover, shareholders are able to diversify their portfolio to 

the whole group-firms and therefore reduce the firm-specific risk to nearly zero. 

Finally, the probability of intra-group trade and wealth reduction associated with 

it may be already reflected to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Such several 

mechanisms imply that the investors who are ready to put the money on the 

group-affiliated firms might prefer the rule that enables the value-increasing intra 

-group transactions to occur.

To be sure, such liberalization might have side effect to the incentiv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orporate group to choose the ownership structure. 

Applying to the intra-group deal context the current economic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verstor protection and the firm's ownership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ossibility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ngage in the intra-group transactions may distort the incentive to choose optimal 

ownership structrue of the group. Such distortion, however, should be subject to 

the ex post remedies provided by the liability regime, because the ex ante 

regulation results in the accompanying inefficiencies due to the regulator's lack of 

the information and high enforcement costs. Current regulatory regime, therefore, 

should be viewed as a second-best measure to regulate the above distor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