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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피라미드 출자가 야기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있어 과연 정합성 있는 도구

인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을 검토함에 있어 대리인 문제와 

경제력집중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피라미드 출자의 경

우 출자단계가 높아지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대리인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피라미드 출자 자체

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

기는 쉽지 않으나, 피라미드 출자가 적은 자본으로도 지배력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관관계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

반집중은 경제학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현

상인 까닭에 그 자체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고, 규제 방식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라미드 출자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하고 있

지는 않다. 다만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피라미드 출

자인 까닭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결국 피라미드 출자를 규율하

게 된다. 특히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출자구조 자체

에 대해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구조적 측면인 피라미드 출자에서부터 출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논문은 피라미드 출자로 인해 야기될 수 있

는 두 가지 관점-지배소수주주 체제 하의 대리인 문제 및 일반집중

의 문제-에서 지주회사제도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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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 1999년 2월까지 지주회사

의 설립을 금지하여왔다. 다만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장려하되,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주

회사 체제 내의 계열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도입하였는바, 본 연구

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문제의식과 주요내용, 입법 및 개정과

정을 정리해보았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대기업집단(SK, LG, GS, 두

산, CJ)을 대상으로, 각 행위제한의 작동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지분보유 의무, 지주회사 부채비율,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

과 관련하여 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행위제한이 실질적인 규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다단계출자 제한으로 인해 투자

행위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현재는 다섯 개 대기

업집단 모두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단순투명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정합성 있는 규제인지, 보다 나

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

출자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지배 괴리 지표를 활용하여 규제의 

획일성을 보다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정책

목표로서 일반집중 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현실적으로도 실효성

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비수직형 

출자 제한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일반집중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의 경우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순환출자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모두에 대해 하나의 일반집중 

억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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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회사법상 책임 추궁 제도가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지배주주에 귀속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피라미드,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괴리, 대리인 비

용, 경제력집중

학번 : 2012-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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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피라미드 출자는 차등의결권, 상호출자(순환출자)와 함께 대리인 

문제를 촉발 혹은 심화시키는 주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또한 피

라미드 출자는 최소한의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바 경제력집중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정

부는 1999년 2월 피라미드 출자의 형태를 띌 수 있는 지주회사 설

립금지를 해제하고, 이후 현재까지 기업집단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1)

   피라미드 출자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부의 정책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배당에 과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라미드 출자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한 바 

있어2) 지주회사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한편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피라미드 출자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지분보유 요건을 두는 등 각종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비교법적으로 유일한바 그 취

지와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이나 관련 문헌들에 의하면, 피라미드 출자가 내재하는 

1) 정부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4540)”, 2009. 4. 13. 최근에는 금산분리를 완화하여 일반 지주회사 체제 

내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증손회사 보유를 일반적으로 허

용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

었으나(2010.4.13), 18대 국회(2008~2012)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 Randall Morck,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Tax Policy and the Economy』Volume 19, MIT Press,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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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나 경제력집중을 규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을 도입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제도와 같은 사전적이고 일

률적인 규제방식이 편의주의적 입법은 아닌지, 지주회사 체제 외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지주회사제도가 과한 제재는 아

닌지, 해당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정책도구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피라미드 출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주

회사제도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피라미드 출자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지주회사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있어 얼마

나 정합성 있는 도구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피

라미드 출자의 문제를 규율하는 데 있어 지주회사제도를 보다 목적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겠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피라미드 출자의 의미와 특성, 출현빈도,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으로 

대리인 문제와 경제력집중이 일반적으로 논해지는바, 피라미드 출자

와 그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가 발행하는지를 조사해보겠다.  

   이어서 피라미드 출자를 결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

주회사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

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을 ① (손)자회사 최소지분보유 

의무, ② 다단계출자 제한, ③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지주회사의 비

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및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의 손자회사·완전증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 금지], ④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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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제한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하는 ⑤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상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주

요내용과 입법과정, 문제의식 등을 정리해보았다.3) 또한 지주회사로

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도 살펴보았다. 

   뒤이어 지주회사의 제도적 측면 외에도 SK, LG, GS, 두산,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간 과정과 계열회사 간 

지분보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주회사제도의 작동양상을 실질적

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 지주회사제도의 규율내

용, 지주회사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상기 다섯 가지 규제가 적절하

게 기능하고 있는지, 정합성 있는 규제인지,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

지 검토해보았다. 

제 2 장   피라미드 출자

  제 1 절   피라미드 출자의 의미와 특성

   1. 피라미드 출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출자라 함은 개인 또는 가족이 계층적인 

3) 단, 금산분리 관련 행위제한(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회사 동시소유 금지 및 자

회사·손자회사의 금융·비금융계열회사 동시소유 금지)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의미에 금융지주회사

도 포함되기는 하나,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며(동 법 제62조), 상기 

행위제한에 대한 논의는 금산분리라는 또 다른 거대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바 

동 논문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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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를 통해 수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출자는 주주가 개별 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함으로서 지배력

을 행사한다.

피라미드 출자를 넓게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처럼 지

배주주의 지배력이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게끔 하는 직·간접 상호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4) 동 논문에서는 다수의 회사

가 하나의 모회사에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최상위 모회사를 지배하

는 지배주주가 순차적으로 하위단계의 회사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로 한다.

A

B

주주 甲
주주 乙

C D

피라미드 출자 수평적 출자

[그림1]

피라미드 출자의 지분율 희석 과정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해보

면, 주주 甲이 회사 1에 대해 s1의 지분을, 회사 1은 회사 2에 대해 

s2의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수 개 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출자를 

한다고 할 때, 甲이 n번째 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해 갖는 경제적 권

리는 아래와 같다.5)

4) 이철송·조성봉,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법 개정 방안”, 『기업지배구조

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1.19., p.64.

5)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Stock 

Pyramins, Cross-Ownership and Dual Calss Equity : The Mechanisms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Flow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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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甲이 n번째 회사에 대해 갖게 되는 경제적 권리는 로 

n이 커짐에 따라 작아지지만, 가 아무리 작다진다 하더라도 甲은 

n-1번째 회사를 통해 n번째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즉 n번째 

회사에 대한 경제적 권리 는 희석되더라도 지배권이 희석되지는 

않는다.

2. 피라미드 출자의 특성

상기 그림1에서 주주 甲은 회사 B의 주식을 직접 갖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회사 A를 통해 회사 B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주 甲의 지배권이 다단계 출자를 통해 마땅히 희석되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용 없이 의결권을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평적 출자에 비해 더 적은 자금으로 회사 B에 대한 지배권을 행

사를 하게 되므로 소유와 지배의 불일치 정도가 심화된다.

가령 회사 A와 B의 자본금은 각각 100억 원인데, 회사 A에 대해

서 甲이 20%, 외부의 소수주주들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 B에 대해서는 회사 A가 20%, 나머지 80% 지분은 소수주주에

게 분산되어 있다고 할 때, 주주 甲이 출자한 자금은 총 20억 원이

지만 甲은 회사 A를 통해 회사 B 또한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의결

권 지분은 총 4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의 가공자본이 형성되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乙이 회사 C와 D에 대해 각각 20%씩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40억 원의 출자를 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가공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가공자본이

라 함은 각 회사 자본총계의 총합과 결합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의 

『Concentrated Corprate Ownership (R. Morck, ed.), 2000,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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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의미한다.6)

가공자본을 달리 표현하면, 甲이 갖는 회사 B의 현금흐름에 대한 

경제적 권리(Cash Flow Right)는 4%에 불과하지만, 지배권(Control

Right) 혹은 의결권(Voting Right) 측면에서는 회사 A를 통해 20%

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유지배괴리도는 16%p, 의결권 

승수는 5가 된다. 의결권 승수를 일반화하여, n-1번째 회사가 n번째 

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을 sn이라 할 때, n번째 회사에 대한 의결권 

승수를 표현하면  


이 된다.

이와 같이 극히 일부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

으면서 기업 전체 나아가 수십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

을 혼자 또는 일가족이 지배하는 구조를 지배소수주주 체제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7)라 칭한다. 반면 乙의 회사 C와 D

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지배권은 각각 20%로 일치하게 되며 의결권 

승수는 1이 된다.

   3. 피라미드 출자의 출현빈도

   1932년, Berle과 Means는“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라는 논문에서 소유구조는 분산된 반면 기업 지배권은 경

영자에게 집중된 상황, 소위 소유와 경영이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한 바 

6)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32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3. 5., p.127. 가공자본을 달리 정의할 수도 있는데,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의 환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무제표상 출자

된 것으로 계상되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을 가공자본이라 할 수

도 있다.

7) 동 논문에서 CMS를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의 약어로 사용하였다. 참

고로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는 지배소수주주라는 의미인데, 이는 

CMS를 통해 현금흐름권보다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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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Berle과 Means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논함에 있어 

상정한 소유구조, 소위 소유가 분산된 기업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Robert Vishny(“LLSV”)8)는 소유의 분산 모델이 미국과 영국의 기

업에 국한된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소유의 집중이 보편적이라 

하였다. 특히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시가총액 상위 20

개 회사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바 있는데, 영국은 100%, 미국은 80%

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소위 분산된 소유구조(Widely Held 

Company)가 발견되었으나 27개 국가 표본 전체에 대한 평균은 36%

에 그쳤다. 

   그 외는 ‘가족 또는 개인’(30%)이나 정부(18%) 등에 의해 지배

되는 기업이었으며, 더욱이 동일한 표본에 대해 지배권 행사의 기준

을 20%가 아닌 10%로 낮추어 볼 경우 분산된 소유구조는 24% 정도

에 불과하였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회사가 아닌 각 국가별로 

중견기업 10개를 표본으로 동일한 조사를 한 경우 분산된 소유구조

는 20% 지분율 기준에서 23%, 10% 지분율 기준에서 10%로 낮아졌

다.9)

8) LLSV는 주주보호, 채권자보호 등 상사법의 여러 법제를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국가간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는데, 그 주제로는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정량

분석, 법과 금융제도 발전의 관계, 법계(legal origin)별 상사법의 특징 등이 있

다. LLSV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으나,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법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가령 LLSV는 1998

년 “Law and Finance”라는 논문을 저술하였는데, 그 제목을 인용하여 “Law 

and Finance”라는 연구분야가 창설되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학문적 

기초를 갖고 있는데 이는 영미권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제간 통

합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9)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Robert 

Vishny, “Corporation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Vol.54, No.2, 1999.4., p.477, pp.492-494. LLSV 연구에서는 지

배권 행사의 기준을 지분율 20% 내지 10%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분율를 초과

하는 주주가 없을 경우 소위 오너가 없는 Widely Held Company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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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많은 국가에서 지배주주는 복잡한 지분구조를 통해 수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이 발견 되는데, 단순하게는 피라미드 구

조(pyramidal structure)와 수평적 구조(horizontal structure)로 나누

어 생각해볼 수 있다. LLSV의 상기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26% 정도가 피라미드 구조를 띄었으며,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 중에

서는 27% 정도가 그러하였는데,10) 지배력 행사의 지분율 기준을 

20%가 아닌 10%로 낮추어 볼 경우 피라미드 소유구조의 비중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피라미드 출자와 대리인 문제

1.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상호간 대리인 문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경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

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우선시 하는 왜곡된 의

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주인(Principal) - 대리인(Agent) 문제나 외

부성(externality)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따른 비용은 지분비율로 주주가 분담하는 반면 그 편익은 

경영자가 누리게 됨에 따라 초래되는 문제이다. 

   주인 대리인 문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외부 자금조달이 불

가피하게 되면서 수반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회사법은 대리인 비

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

배구조11)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

10) LLSV, 註9, p.500. 동  연구에서 피라미드 출자라 함은 상기 그림에서 甲이 

회사 A의 지분 20%(지배력 행사 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 A는 회사 

B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 A는 폐쇄회사가 아니어서 지분거

래가 가능하여 甲 이외의 다른 주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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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장치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Berle과 Means는 분산된 소유구조 하에 경영진과 주주의 관계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을 논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실

에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스스로 경영진이거나 경영진을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오히려 지배주주의 현

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의 괴리로 인해 발

생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상호간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더 중요하다 생각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라미드 출자의 특성이나 LLSV의 실증연구 결

과로 미루어 보건대, 피라미드 출자를 논함에 있어 소유자와 경영자 

간 대리인 관계가 아닌 지배주주와 여타 소수수수 간 대리인 관계

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2) 

   또한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출자

를 통해 기업집단을 이루고 그 기업집단의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주

주가 존재하여 지배소수주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을 것인바, 지배소

수주주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2. Bebchuck, Kraakman, Triantis의 모델에 따른 분석

지배소수주주 체제 하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그 회사의 이익 

내지 주주 전체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11) 넓은 의미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함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령 주주, 채권자, 근로자, 고객 등과 기업 간의 관계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메커니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는, 회사의 경영을 주주로부터의 수탁관계 이상의 것

으로 보며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까지 범위를 넓

혀 회사의 Social Responsibility를 논하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2) Reinier Kraakmann 외(2009),『회사법의 해부』,김건식 외(역), 소화, 

2014.7., pp.70-72. 회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

한다고 한다. ① 경영진과 주주 상호간, ②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상호간, ③ 회

사 자체와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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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 아니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유

지·강화하는데 편향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13)

Bebchuck, Kraakman, Triantis는 피라미드 출자로 형성된 지배소

수주주 체제 하에서 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하는지,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

로 설명한 바 있다.14) 특히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이 어떤 경로

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지를 프로젝트 선택 · 회사규모 설정 · 경영

권 이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프로젝트 선택에서의 대리인 비용15)

지배주주 甲은 피라미드 구조의 n번째 계층 회사인 N16)에 대해 

의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회사 N을 통해 프로젝트 X와 프로

젝트 Y 중 하나를 추진하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각 프로젝트가 갖

는 총 가치를 VX, VY 라 하고, 각 프로젝트로부터 甲이 자기거래 혹

은 기회유용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사적 이익(Private Benefit)17)을 각 

BX, BY라 할 때, 甲은 아래의 조건 하에서 프로젝트 X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13) 천경훈, 註6, p.121 참고

14)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註5.

15)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註5, pp.8-10 

참고

16) 이하에서는 동일하게 피라미드 출자의 n번째 계층 회사를 회사 N, n-1번째 

계층의 회사를 회사 N-1이라 한다.  

17) 예컨대 피라미드 출자를 통해 자신의 실제 출자지분보다 훨씬 높은 의결권 지

분을 확보한 각 사의 지배주주(및 그 영향 아래 있는 경영진)는, 자신이 높은 

지분을 가지는 별도의 회사와 당해 회사 사이의 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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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 甲은 프로젝트 전체 가치 V에 대해

서는 경제적 권리인 만큼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반면 사적이익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신이 모두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V의 한 단

위 변동보다 B의 한 단위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甲의 

선택은 왜곡될 우려가 커진다. 이를 외부효과 관점에서 보면 사적이

익은 오로지 지배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회

사 또는 주주 전체에 전가되며 외부화 되었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주주 전체가 아닌 자신의 이익 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일

반화하여 보면, 아래의 조건 하에서는 프로젝트 Y의 가치가 더 높음

에도 프로젝트 X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의 값이 작아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커

질 경우 선택의 

왜곡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상기 수식을 변수 로 미분

할 경우 미분계수는 


   가 되는데, 이는 甲의 회사 N에 

대한 경제적 권리가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사적이익이 프로젝트 선

택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하게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지배소수주주 

체제의 대리인 문제가 피라미드 출자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

지만 피라미드 출자에서는 경제적 권리가 희석되므로 그로 인해 지

배주주의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됨을 추측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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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의 규모 선택에서 대리인 비용18)

   상기와 동일한 원리가 회사의 규모를 선택할 때도 적용될 수 있

다. 지배주주 甲은 역시 회사 N에 대해 의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

는데 회사 N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P의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

속적으로 보유 및 운영할 경우 해당 자산은 총 가치 V를 창출하고 

그 중 지배주주 개인에게는 사적이익 B를 가져다주는 상황을 생각

해보자. 가령 회사의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배주주가 임

차하여 쓰고 있는 경우나 혹은 법인차량이나 제트기를 개인적인 용

도로 전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19) 참고로 여기서 

자산 매각 대금 P는 회사가 수령하게 되고, 결국 주주 전체의 이익

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아래의 조건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지배주주는 자산 매각을 거부하고 회사의 규모를 키워 운영하는 비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    


  

18)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註5, 

pp.10-11 참고

19) “문앞의 야만인들(Barbarians at the Gate)”이라는 실화 소설을 보면, RJR　

Nabisco라는 담배 및 식품회사의 중역들이 회사명의 제트기, 골프장회원권, 아

파트 등의 특권(Perquisite, Perk)을 유용하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등장한다. “문앞의 야만인들”은 1988년 사모펀드 KKR이 LBO 방식

으로　RJR　Nabisco를 인수하는 과정을 다룬 실화인데, 당시의 사안을 취재하

였던 Wall Street Journal의 기자 두 명이 집필하였다. KKR을 주인공으로 하여 

1980년대 미국에서는 LBO 방식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명암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RJR　Nabisco와 KKR의 이야기는 당시 최대 규모의 

상징적인 인수합병 사례였다. RJR　Nabisco 경영진은 KKR에 회사를 매각함에 

있어 경영권 유지나 과도한 보상금, 퇴직금 등 사적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였는

데, 그 결과 회사는 과도한 부채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떠안게 되었고, 근로자

나 채권자 등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 외의 회사 이해관계자는 고통에 빠지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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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100% 지분의 1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와 같이 소유와 지

배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V보다 P가 클 때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 상식적일 것이나,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대리인 내지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영진으로 하여금 해당 자산

을 매각하게끔 하는 시장가치는 


 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즉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사적이익을 보전해

줄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려는 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각할 것이

다.

   역시 사적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로 미분할 경우 미분계수는 




 가 될 것인데, 가 감소함에 따라 프리미엄은 급격하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가령 가 50%에서 10%로 감소할 경우 프리미

엄은 에서 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피라미드 출자와 같이 소유

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소유구조에서는 대리인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되고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경영권 이전에 있어 대리인 비용20)

   Bebchuck은 경영권 이전의 방식을 “Market Rule”과 “Equal 

Opportunity Rule”로 나누어 전자는 소수주주를 배제한 채 지배주

주 상호간에 배타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후자는 의무공

개매수라는 소수주주보호제도 하에 소수주주 또한 경영권 판매자로

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경영권 이

전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바 있다.21)

20)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註5, pp.11-13 

참고

21) Lucian Aye Bebchuk, “Efficient and Inefficient Sales of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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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으로 인해 경영권 이전이 어떻

게 왜곡되는지,  지배소수주주 체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경영권 이

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지배주주 상호간 블록지분을 거

래하는 경우와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이전의 경우를 나누어서 살

펴보고자 한다.

   (1) 지배주주 상호간 배타적 경영권 이전 (Market Rule)

   지배주주 甲의 지배 하에 있는 회사 N은 총 가치 V甲을 창출하

고, 그 중 사적이익 B甲은 甲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주주 乙이 회사 N을 매수하여 지배하게 될 경우 회사 N은 총 가치 

V乙을 창출하고 그 중 B乙만큼의 사적이익이 乙 개인에게 귀속된다

고 하자. 가령 乙(혹은 그의 특수관계인)이 장외 구주 매수 방식으로 

甲(혹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배권 지분을 대량매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甲이 회사 N의 경영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회사 N-1이 보유하

고 있는 회사 N에 대한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乙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나, 이러한 거래를 할지의 문제는 회사 N에 

대한 甲의 경제적 권리 와 그 외 개인적으로 편취할 수 있는 사적

이익 B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회사 N을 지배함으로써 회사 

N에 대해 갖게 되는 이익 “甲甲 甲”보다 乙이 만큼

의 경제적 권리로 회사 N을 지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乙乙 乙”이 더 크다면, 혹은 주당 가치로 환산하여 비

교하여 乙이 회사 N을 지배할 때가 더 크다면, 甲은 회사 N의 경영

권을 양도하고 乙은 그로부터 양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상의 요건을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ntro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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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甲 甲  乙乙 乙

   참고로 이 경우 乙이 굳이 회사 N의 지분 중 만큼을 확보할 필

요는 없으며 乙의 N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은 그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피라미드 출자, 순환출자, 계열회사

나 친족의 지분 등을 통해 지배소수주주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甲과 마찬가지로 N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경영권 이전은 가능할 것이다. 

   ① 경영권 이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V甲>V乙) 
      乙에게 경영권 이전되는 경우
 
  위의 수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V甲이 V乙보다 크다 하

더라도 乙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甲의 현재 이익보다 클 경우 경

영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乙은 회사 N을 더 효율적으

로 운영하여 V乙을 V甲보다 크게 만들고자 경영권을 매수할 수도 있

을 것이나, 회사 전체 가치의 제고를 통한 지배주주 경제적 권리 상

승분 보다는 사적이익 증대를 통한 이익 증가분이 더 크므로, 乙은 

사적이익 B乙을 추구할 목적에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영권 인수

를 진행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甲乙   


乙甲    乙  甲

    ② 경영권 이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도(V乙>V甲) 甲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

   또한 반대로 아래의 경우는 甲의 현재 이익이 乙이 누릴 수 있

는 이익보다 큰 경우의 수식을 변형한 것인데, V乙이 V甲보다 크다 

하더라도 甲의 사적이익을 보전해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는 한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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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甲  


甲 乙   甲  乙

   결론적으로 경영권 이전에 있어 기존 지배주주 甲 내지 신규 지

배주주 乙이 취할 수 있는 사적이익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경영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

려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비효율

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역시 사적이익은 지배주주가 전적으로 취하게 

되는 반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에게 

분산되는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 즉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지분투자 없이도 경제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끔 하는 지배소수주주 체제가 그러한 외부효과를 야기한

다. 

   또한 위 가 감소함에 따라 경영권 이전의 비효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동일하며, 이는 피라미드 출자, 특히 기

업집단의 지배주주 상호간에는 비효율적인 경영권 이전 가능성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2) 의무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이전 (Equal Opportunity Rule)

   (가) 의무공개매수의 의미와 취지

   그렇다면 의무공개매수 하에서는 乙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메커

니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선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가 무

엇인지 살펴보면, 이는 널리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일정 수 이

상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이를 반드시 공개매수 절차에 의

해서 취득하라는 의미22)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22) 우리나라의 현재 공개매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

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시론”,『선진상사법률연구』제56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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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일정량도 추가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

득하라는 의미이다.23) 

   본 논지에서는 의무공개매수의 원래 의미인 후자의 의미로 사용

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의무공개매수란 어떤 자가 인수

대상회사(target company)의 지배권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나머지 잔여 지분 역시 이와 유사한 조

건으로 공개매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24) 가령 영국 

City Code상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거칠게 말하면, 30% 이상의 지분

을 취득한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 전 12개월 동

안 공개매수자의 매수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의

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25)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취지는 주로 주주 평등의 관점에서 설

2011.10., pp.157-158.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1997년 1월 개정 증권거래

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1998년 2월에 폐지된 소위 25% 의무공개매수제도에서

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매수한 후에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의 25%를 넘는 경우에 50%＋1주를 더한 수에서 기보유주식 수를 공제한 수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도록 하였다(1998.2. 24. 개정 전 증권거래법 제21

조 제2항). 이후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6개월 기

간 내에 대상회사 주식의 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10인 미만의 소수자로부터 회사 지배에 

필요한 대량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공개매수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23) 노혁준,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

과 그 시사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12., p.265.

24) 노혁준, 註23, p.266, pp.267-268. 한편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 제

5조 제1항은 “어떤 자(그와 함께 행동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가 대상회사의 ‘지

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지분비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

득한 경우에 그 자는 최대한 빨리 모든 잔여주식에 대해 형평상의 가격

(equitable price)에 의한 공개매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권을 변동시키는 지분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위

임하고 있다. 형평상 가격이라 함은 의무공개매수 이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

하의 기간으로서 회원국이 정하는 기간 중 의무자(그와 함께 행동하는 자 포

함)가 지불한 최고가격이 된다(공개매수지침 제5조 제4항).

25) Paul Davies and Sarah Worthington,『Principle of Modern Company La

w』, Sweet & Maxwell, 2012, pp.1059-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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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 지배권 거래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이

전대가를 함께 받게 되는데,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으면 소수주주

들도 이러한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효율성 측면

에서 볼 때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인수합병, 가령 다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회사 지배권의 사적편익을 누리려는 자

에 의한 양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6)

   (나) 의무공개매수 하의 경영권 이전

   여기서 乙이 회사 N의 경영권을 양수함에 있어 공개매수의 방법

을 취한다고 하면, 乙은 회사 N의 소수주주 모두에게도 N의 대주주

인 회사 N-1에게 제시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회사 N의 소수주주 주

식 모두를 사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즉 乙이 회사 N의 주식 

100%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乙은 회사 N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가령 乙乙 乙의 상

황에서 가 1인 경우 외부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다음의 수식과 같이 乙은 특별히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

인이 없는 상황(100% 주주인 상황)에서 甲과 동일한 만큼의 지분

을 보유한다고 할 때(혹은 주당 가치로 환산하여) 더 큰 경제적 이

익을 얻을 수 있다면, 乙은 회사 N의 100%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것이다.

甲甲 甲  乙 ⇒ 乙  甲


甲

26) 노혁준, 註23, p.266 ; 천경훈, 註22, p.162. 그 외에도 인수자가 우선 대규모 

지분을 취득한 후 소수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squeeze out”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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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를 다른 직관에서 설명하면, 지배주주 甲이 취하는 경제

적 이익  甲甲 甲 을 기준으로 甲에게 지불할 경영권 이

전의 주당 가치가 환산될 것이고 그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소수

주주로부터도 지분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乙이 지불해야만 하는 경

영권 이전 대가는 최소한 지배주주 甲의 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전

체 주주에 대해 환산한 값이 될 것이다.27)

   또한 乙이 甲을 제외한 회사 A의 소수주주 지분 모두를 인수할 

필요가 없이 가령 50%까지만 인수하는 것으로 공개매수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단 이 경우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해 乙의 사적이익 추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나, A의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잔존할 경우 외부효과

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지분을 양도할 것이고 경영권 이전 대가는 높아져서 乙의 사적이익

으로 인한 효과는 상쇄된다.28) 이는 소수주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

배주주 상호간 경영권 이전을 할 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관련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소수주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예상

할 수 있음에도 乙에게 보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와 대조된

다. 

甲甲 甲  乙  乙  乙

   이상의 논의를 위의 수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결국 A의 지

분 100%를 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즉 乙에게는 경영권 인

수를 통해 회사를 개선시켰을 때의 총 가치(또는 이를 주당 가치로 

환산한 값)를 한도로 하여 甲에게 경영권 이전 대가를 지불할 유인

이 있을 것이다.

27) Lucian Aye Bebchuk, 註21, p.969, pp.987-988. 동 논문에서는 주당 가치

를 기준으로 증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동일하다. 

28) Lucian Aye Bebchuk, 註21, pp.968-pp.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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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가 작아질수록 甲의 사적이익으로 인한 왜곡현상은 급격

히 커지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3) 경영권 이전에 있어 Market Rule과 Equal Opportunity Rule의 비교

   (가) Equal Opportunity Rule의 장점

   지금까지의 경영권 이전 관련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Market Rule 하에서는 V乙이나 B乙 중 어느 변수라도 조정해서 경영

권 이전을 통해 乙의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V乙은 

乙의 경제적 권리에 비례하여 乙에게 귀속되는 것에 비하여 B乙은 乙
이 단독으로 향유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이전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B乙을 추구함으로써 경영권 거래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 

   반면 Equal Opportunity Rule 하에서는 乙에게 사적이익을 추구

할 유인이 없으므로 V乙에 대한 지분이익만으로 경영권 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乙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으므로 V乙의 가치

가 V甲보다 작음에도 경영권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이를 수식 “乙  甲


甲”으로 살펴보면, 경영권 이

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도(V乙>V甲) 甲이 현재 향유하는 사적이

익을 전보 받지 못한다면 甲이 경영권 유지할 가능성 있다. 반면 

Market Rule과는 달리 경영권 이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에도(V甲>V乙) 乙이 경영권을 양수할 가능성은 없다.

   주주간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소수주주도 경영권 이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경영권 이전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당 가치

가 산정 된다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경영권 양수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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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qual Opportunity Rule의 한계

   하지만 공개매수제도가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며,29) 甲이 누

리고 있는 사적이익이 매우 크다면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

인 경영권 인수조차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Market Rule에 

따를 때와 동일한 점이다. 

   오히려 공개매수에 의할 때 경영권 이전 비용이 증가함을 고려

하여보면, 후자의 비효율성은 Market Rule보다 Equal Opportunity 

Rule 하에서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식에서 보듯이 Equal 

Opportunity Rule 하의 의사결정 왜곡 정도인 “


甲”가Market 

Rule하의 의사결정 왜곡 정도인 “


甲 乙”보다 크다. 

   

   3. 피라미드 출자와 지배구조의 왜곡

이상에서는 피라미드 출자에 참여하는 경영진이 그 회사의 이익 

내지 주주 전체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29) 천경훈, 註22.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개매수의 방식보다는 대주주가 공개입찰

을 통해 선정한 매수인에게 장외 매도를 통해 지분양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며, 이 때 인수대상회사의 이사회나 소수주주는 소외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대주주가 독식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

도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지배권 시장을 통한 이사의 대리인비용 통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

효율적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수합병 또한 함께 제한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의 

자산이라는 이론 등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사적인 지배권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타당성은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지배권 거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여부 및 그 발동요건, 매수가격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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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 아니하고 지배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함으로써 

프로젝트 선택이나 회사의 자산의 처분, 경영권 이전에 대한 의사결

정이 왜곡됨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단순히 지배주주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수

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지배주주의 경제적 유인이 사적이익을 추

구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 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배

주주가 피라미드 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지배권이 그의 

경제적 권리보다 크고 이로 인해 그가 행사하는 경영판단의 비용이 

비례적으로 그 자신에 귀속되지 않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한, 지배

주주 입장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본질적으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의 문제는 피라미드 출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 

작아짐에 따라(즉 의결권 승수가 클수록) 의사결정의 왜곡 정도는 

급격히 커짐을 살펴보았다.

피라미드 출자는 상호출자(혹은 그 변형된 형태인 순환출자) 및 

차등의결권과 함께 지배주주가 현금흐름에 대한 경제적 권리보다 

큰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30)임을 고려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

제는 수평적 출자에 비하여 피라미드 출자에서 더 심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어느 회사가 피라미드 출자 구조에 참여하여 

지배권 공고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이사 및 경영진이 그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를 위해 회사

의 자원을 이용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31)

또한 이러한 대리인 비용 문제는 지배소수주주의 참호구축

(entrenchment)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주식피

라미딩을 통해 소수의 투자지분만으로도 전체 그룹의 경영진을 선임

하는 등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경영자, 소수지분을 

가진 단일기업의 지배주주와 달리 회사지배권 시장(Market for

30) Lucian Aye Bebchuk, Reinier Kraakman, George Triantis, 註5, p.1.

31) 천경훈, 註6, p.121 참고



- 23 -

Corporate Control)이 작동될 가능성이 낮고 대리인 비용 문제기 치유

되기 힘들 수 있다.32)

  제 3 절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

   1. 일반집중의 의미

   

   가. 경제력집중

   (1) 자본주의와 경제력집중

   주식회사는 법인격의 독립성, 유한책임원칙, 주식의 양도성을 본

질적인 특성으로 하는바, 지배주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입한 자본보

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다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공모함으로써 대

규모 자본을 조달하게끔 해준다. 이로써 지배주주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33) 

   경제력집중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

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의 

경제의 어두운 측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에서“경제력”

32) 김건식·송옥렬·노혁준,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

화추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11., p.23.

33)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함에 따라 유동비용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하는 

반면 고정비용은 일정 수준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바,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여지가 발생한다.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 

한다. 한편 한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면 두 가지 상품 가운데 하

나만 생산하는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몇 가지 유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

로 생산하는 경우를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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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어떤 경제주체가 자신이 소유,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자

원이나 수단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34) “경제력집중”이라 함은 경제적 자원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력집중의 세 가지 유형35)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의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집중은 특정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산업이

나 제조업 일반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중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저량(stock)의 관점에서 자본총액, 

총자산액, 고용 등이, 유량(flow)의 관점에서 매출액, 순이익, 생산량, 

부가가치 등이 활용된다. 일반집중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

도 서술하였다. 

   시장집중은 특정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개별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 독과점의 폐해가 발행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시장집중

이 심화될수록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는 약화된다. 시장집중

은 개별 시장에서의 집중을 의미 하므로 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며,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

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소유집중은 단순히 부의 불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

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조직체인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다. 기업을 통하여 자원의 배치와 사용의 권한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발행주식이 소수의 자연인이나 특

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 정도로 파악한다. 

34) 권오승,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권오승·이원

우 공편), 법문사, 2007, p.17. 

35) 홍명수,『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2006, pp.9-11 참조 ; 김선

구·류근관·빈기범·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9.,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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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유의 분산은 대리인 문제를 수반하는바, 소유를 분산시키

는 정책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같이 지배구조를 사전적으로 감

시하는 내부 시스템이나 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와 같은 사후적 구

제수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형성과정36)

   가족기업 혹은 기업집단은 외국의 경우도 존재하나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양상에 따라 경제력집중의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개발 초기 (해방이후~1971)

   해방이후 일제 귀속재산을 정부가 민간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는데, 당시 주력업종은 제당·제분·

방직이라는 소위 삼백(三白)산업이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정부 

주도 하에 외국의 원조와 외화 배정, 정부와 국유은행의 차관도입 

보증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또한 당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들

에 대한 정부·공공단체의 지분율은 1957년 평균 22%, 1963년 평균 

45%에 달하였는데, 국내 금융기관이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우대금리

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는 등 정책적 금융지원 또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 기업들은 관치금융에 의존도가 높았고 상장을 통한 자

금조달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바, 지배주주에 대한 소유지배 괴리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부채와 관련하여서도 이해관

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되어 오늘날 주주와 채권자의 대리인 

36) 김현종,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

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2.5, pp.55-120, pp.231-2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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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2) 고도성장기 (1972~1990)

   이후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

정되어, 정부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업공개를 명령할 수 

있었고, 기업을 공개할 경우 법인세율을 우대해주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공개의 주된 요인이었던 경영권 보호 차원에

서 정보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였다.

   1970년대 역시 관치금융의 역할이 컸는데, 산업정책에 따라 중화

학공업 등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세제해택을 제공함

으로써 사업다각화가 진행되었다. 정부 주도 하에 은행이 직접 대규

모 대출을 지원하거나 혹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자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에 대출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 경기불황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정부는 1972년 8월 채권을 일괄적으로 저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

록 하여 제조업의 채무변재의무를 완화하여 주었다(소위 8.3 긴급조

치). 

   기업공개와 사업다각화가 진행되면서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하

락한 반면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은 증가하는 경향이 생겼다. 

 

   (3) 외환위기와 그 이후 (1991~2008)

   1970년대 말 산업합리화, 1990년대 초 업종전문화의 명목 하에 

정부주도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는데, 당시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결정기구와 기업의 유대관계에 따라 생존기업이 결

정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소위 빅딜을, 6대에서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

는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 역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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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적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시장경쟁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재무구조개선, 업종

재편,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세 가지 분야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1999년부터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가 의무화되

었으며, 신규채무보증 제한, 200%부채비율 한도설정,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도입, 공시제도 강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신설, 소

수주주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1992년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998년에는 투자제한종목을 완화하는 등 외국

인 투자를 개방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작업에 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였고 자본시장

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회사지배구조의 이해관계자는 더 이상 정

부가 아닌 자본시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 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집중의 양상은 해방이후 국가 귀속재산 

불하를 통한 기업집단의 기반 형성, 1960년대 관치금융과 외자도입

을 통한 지배력 확장, 1970~1990년대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혜택, 산

업정책을 통한 고도성장,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기능 

강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기업집단을 소위 `재벌'이라 칭하였고, `대마불사', 

`문어발식 확장' 등 관련 용어의 어감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 경

제력집중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경제력집중, 특히 일반집중의 경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

이나 형성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같은 부조리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경제력집중 형성 과정에

서 정부의 역할은 막대하였는데, 전후시대 산업구조 편성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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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융자원의 배분, 이후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모두 정

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원인으로 관치금융을 통한 과

도한 차입경영,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만약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

황이라면, 일반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출자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방

식이 과연 정합성이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2. 일반집중의 폐해와 규제수단에 대한 논쟁

   가. 일반집중의 폐해37)

   일반집중의 폐해로는 소수자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①정치적·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이 함께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거나, ②기업 규모의 차이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더하여 ③일반집중 자체가 나쁜 것인지 혹

은 일반집중 자체는 중립적이나 그 형성 과정이나 그로 인한 시장

집중이 문제인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의 폐해는 일반집중으로 인해 형성된 거대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의 큰 방향을 설정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논해진다. 

이는 과거 독일, 일본의 전체주의가 일반집중화된 경제세력에 기반

하고 있다는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측면도 있

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가령 정치적 폐해와 관련하

37) 홍명수, 註35, pp.1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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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주의의 정착, 시민단체의 활성화, 인터넷언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특정 기업들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경제후생의 관점

   일반집중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일반집중 그 자체로 수반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일반집

중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집중은 기업집단 내부의 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집중

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경제후생의 손실 관점에서는 일반집중의 폐해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거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내부에서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원을 받은 사업부 내지 계열회

사는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등을 통하여 당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이후에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즉 계열회사 상호간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일방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다거나 

자금·자산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시장에 대한 계열회사의 지배력

이 유지 또는 강화되고 이는 해당 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소지

가 크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기업집단이 다수시장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통한 판매의 연계에 의하여 하나의 

시장의 독점력이 다수시장에 전이된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다수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간에는 담합의 가능성이

나 구속력이 더 커질 여지가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3) 일반집중의 폐해에 대한 이견

   그러나 일반집중의 폐해를 단순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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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우선 일반집중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기까지의 메커니즘

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며,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등이 실제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추가로 경제력집중이라는 현상이 어떤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규모를 확장하거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령 일반집중의 폐

해가 명확히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진작되는 경제적 효율성

과 이익형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또한 일반집중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나,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형성 과정에서 보듯이 금융자원의 배분과정이나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함으로 인해 초래된 과정상의 문제로 볼 

여지도 있다. 혹은 유사한 맥락에서 일반집중으로 인해 야기된 독과

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볼 

수도 있다.

   규제 대상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경우 규제여

부부터 규제방식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일반집중의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례

   일반집중의 폐해, 특히 경제적 후생 감소에 대해서는 일반집중의 

효율성을 근거로 하는 이견이 제시되고 있어 그 폐해를 일반화하여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상 나

타난 일반집중의 정도나 그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하여 경제력집

중 억제 수단으로서 대기업집단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하여 지주회사제도, 상호

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각종 공시의무 등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

기 위한 정책도구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할 당시에는 

일반집중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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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계열회사의 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그에 속하는 개별 회사에 출자한도액

을 사전적·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재벌의 일반집중을 억제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1986년 도입되어 외환위기, 재벌개혁 등 경

제상황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과 강화·완화, 폐지, 재도입 등을 

거듭하였다. 참고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연혁은 대강 도표1과 같

이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도표1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연혁]

공포
일자

‘86.
12.31

‘94.
12.22

‘98.
2.24

‘99.12.28
(‘01.4.1.시행)

‘02.
4.1

‘07.
4.13

‘09.
3.25

변경
사항

도입 강화
폐지
(외환위기)

재도입
(재벌개혁)

완화 완화 폐지

적용
대상
기업
집단

자산
총액
4천억원

자산총액
1위∼30위

-
자산총액
1위∼30위

자산
총액
5조

자산
총액
10조

-

출자
한도

순자산
40%

순자산
25%

-
순자산
25%

순자산
25%

순자산
40%

-

※ 순자산 :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계열
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제한 금액

   과거 18대 대선 후보들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아날로

그방식의 획일적인 규제이며, 골목상권 보호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유효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폐

지당시 대기업의 출자비율은 20% 정도에 머물러있으며, 지주회사 

등은 적용제외 되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은 낮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김선구 등38)의 연구결과는 ① 동 제도의 일률적인 성

38) 김선구 외, 註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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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도 금지된다는 점, ② 관치금

융을 통한 차입경영을 통해 경제력집중이 형성되었는바, 부채조달을 

통한 지배력 확장 문제는 금융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

되었다는 점 ③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

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 ④ 경제력집중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구체

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장집중을 개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 등

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실효성 또는 정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동 논문 제4장에서 별도로 논하도록 하겠다. 

   다. 소 결

   일반집중의 폐해는 정치적 맥락에서든 경제적 맥락에서든 일의

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일반집중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점, 일반집중 자체의 문제가 아

니라 형성과정이나 그 이후의 시장집중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설령 일반집중이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경제주체의 문제가 되는 개별행위(부당

지원, 약탈적 가격설정, 끼워팔기, 담합 등)를 규제함으로써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일반집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대표적 법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과정 혹은 폐지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의 연관성

   관련하여 피라미드 출자는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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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증가를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집중의 폐해를 증

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의 경우도 그렇겠지만39),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

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의 경우, 과거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

의 목표 아래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세제상, 금융상 혜택에 힘입어 

영위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어온 것은 관치

금융, 상호채무보증을 통한 과도한 부채조달이었는바, 피라미드 출

자라는 방식을 굳이 차용하지 않더라도 경제력집중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차입경영을 제외하고서는 경제력집중을 논할 

수 없다.

   추가로 지주회사구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경제력집중

을 심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구조라 하더라

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나의 법

인 내에 사업부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100% 계열

회사를 통해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법형식 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바, 지주회사구조가 반드시 지배력의 승수적 확장을 가

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별도의 법인격을 통하지 않더라

도 하나의 법인격 내의 사업부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일반집

중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가 아닐 경우 지주회사구조

는 피라미드형 출자의 형태를 띄게 되어 최상위 지배주주는 적은 

자본으로도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명확하다. 

단 이는 기업이 출자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문제

일 것이나, 피라미드 출자의 경우 출자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피라미드 출자뿐만 

아니라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구성된 기업집단에도 동일한 문제일 

39) 천경훈, 註6, pp.124-126 참고 : 동 논문에서는 순환출자와 일반집중의 연관

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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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보면, 피라미드 출자가 일반집중을 더 용이

하게 할 것이라는 정도의 상관관계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

반집중의 폐해나 피라미드 출자와 일반집중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집중의 잠재적 위험성을 전제로 사전적이

고 일괄적인 방식으로 피라미드 출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만약 일반집중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차입경영에 있다고 본다면 

피라미드 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규제보다는 부채조달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시장집중의 부작용을 개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제 4 절  피라미드 출자와 지주회사제도

   지금까지 피라미드 출자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소수지배주

주 체제 하에서의 대리인 비용 및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피라미드 출자는 출자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배주주의 경제적 권

리를 희석시키는데, 이와 같은 피라미드 출자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반면 일반집중의 측면에서는 피라미드 출자가 일반집중을 야기

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어도,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는 힘들다. 

즉 피라미드 출자가 일반집중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로 인해 

일반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반집중

의 해악과 발생원인을 단순히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규제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라미드 출자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하는 것

은 아니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피라미드 출자인 

까닭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결국 피라미드 출자를 규율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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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새가 되었다. 지주회사제도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출자구조 자체에 대

해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구조

적인 측면, 즉 피라미드 출자에서부터 출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Bebchuck 등은 경제적 권리가 희석되는 정도를 라는 값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CMS 체제 내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단순명료하게 보여주었다. 는 소유지배괴리도 혹은 의결권 

승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인데, 결국 대리인 비용의 크기를 나타

내는 척도로써 기능한다. 동 논문에서는 대리인 비용의 통제 측면에

서 지주회사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출자구조에 대한 각종 제한도 그에 근거하고 있는바, 규제의 필

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정책목표 하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적

절한 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지주회사제도

  제 1 절   서 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동 논문에서“공정

거래법”)의 대기업집단40)제도나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4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하며(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 사업년도기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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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있는데, 피라미드 출자가 기업집단 

구성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기업집단에 대

한 규제들이 결과적으로 피라미드 출자를 규율하게 된다.41)

그 중 지주회사제도는 계열회사간 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행위제한으로는 ① (손)자

회사 최소지분보유 의무, ② 다단계출자 제한, ③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및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의 손자회사·완전증손회

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 금지], ④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이 

있다. 또한 각 행위제한의 전제조건으로서 ⑤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 요건이 있다. 

위와 같은 지주회사 행위제한은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을 규율

하는 도구로써 과연 정합성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일부 지주회사 행

위제한은 소유지배 괴리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42) 다

만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주된 입법목적이 경제력집중 억제에 있었

으며 자회사 소수주주 보호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Bebchuck 등이 제시한 의 기준에서 보면 지주회사 행위제

한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도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정합성 있는 도구인지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

다.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은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하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실례에 

41) 참고로 대기업집단제도는 자산총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

로 상호출자, 채무보증,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 피라미드 출자, 순환출자 

등 출자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현행 지주회사제도 하에서는 

수직형 출자만이 허용되며, 순환출자, 교차출자와 같은 비수직형 출자는 금지된

다. 

42)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입법례는 이사에게 선관주

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혹은 형

사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법제(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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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

고자 한다. 그에 앞서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

겠다.

  제 2 절   지주회사제도 개관

   1. 지주회사의 의미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지배 수단은 통상 주식보

유가 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단순히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지

주회사로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① 주식의 소유를 통하

여 ② 국내회사의 ③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

는 회사로서, ④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공정

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주된 사업 기준 

및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된 사업 기준(“지주비율”)

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43) 가액의 합계

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항),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

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상기 요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할 경우 모자회

사간 지분규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이 따르게 된

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피라미드 출자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소유구조의 

43)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지분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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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효과가 특별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와 그에 편입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정도로 이해

할 수 있다.    

   2. 지주회사 종류

지주회사에는 주식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지분보유를 통한 

회사 지배 외에 상품·용역 거래를 자체적으로 겸하는 사업지주회사

(Operating Holding Company)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순수지주회사

와 사업지주회사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하에서 설

명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건전성 등의 감독 목적에서 자회사의 경

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순수지주회사로서만 가능하다(금융지주회

사법 제15조).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사전인가로 설립·전환 및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금융

지주회사법 제3조 및 제16조). 반면 일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신고사항이다(공정거래법 제8조).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원칙에 의거하여 지주회사가 금

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

나(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 동일인이 일반지

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며, 하나의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되지 아니한 계열사는 금융자회

사를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대형화에 따른 위험의 전이, 재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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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별도의 입법 목적 하에 규율되고 있

는바, 동 논문의 논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지주회사제도의 연혁 

피라미드 구조의 출자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승수적 확장에 

의해 거대한 독점자본의 탄생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소유지배괴리

도 또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애초 지주회사

의 설립 또는 전환 자체를 금지하였다(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

정).44)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계측에서 외자유치 및 기

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지주회사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IBRD,

OECD45) 등 국제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1999년 2월 개정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는 허용하되, 과

도한 경제력집중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46) 증손회사 이상 소유 금

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일정한 장치를 마련하여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이 허용 되었다.

이후 2001년, 2004년, 2007년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요건, 증손회사 요건, 각종 유예기간 등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의 경우 20%, 비상장회

사의 경우 40%, 100% 지분 보유할 경우 증손회사 허용 등에 이르게 

44) 1986년 개정법 제7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OECD 『한국경제 검토 보고서』, 1998.7

46) 1998.8.10. 정부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

안번호 151126)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보고서(pp.1-2, p.4, pp.6-7) 및 

정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p.2, pp.4-5, p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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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 등(법인세법 18조의2) 지주회사 전환 유인책이 시행되었

는데, 이를 계기로 2007년에서 2008년 지주회사 증가율은 50%에 달

하였다.

   4. 지주회사 행위제한 

   1999년 2월 이전 지주회사 설립 금지의 취지는 경제력집중 억제

였는데 이를 해제할 경우 회사의 내외부 통제장치가 미약한 상황에

서 대기업 위주의 독점구조가 심화되고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

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공정거래법은 일련의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47)

   이러한 행위제한의 취지는 ① 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하되, 

② 피라미드형 출자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③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사

금고화 되거나 산업위험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가지고 있다.48)

   가.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개관

 

   우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49) 200% 요건, 지회사에 대

한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에 대해 20%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 

40% 이상)50),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및 계열사

47)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의미는 지분율 요건 50%를 요구하는 상법상 

자회사와는 구별되나, 지주회사 체제 내의 계열회사가 상법상 자회사의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경우 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금지(상법 제342조의2)나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의결권 제한(상법 제368조),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상법 제

412조의5) 등 상법상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8)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2014, p.318

49) 부채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값이며, 자본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

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의미함(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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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금융자회사 보유 금

지 등의 규제가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2항).51)

   한편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3항). 손자회사는 100%의 

지분보유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4항). 

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8조

의 2 제5항).

   다만 상기 지분보유 요건은 200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의 

내용이며, 그 이전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50%(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되어있었다. 2007

년 4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상장회사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

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다소 낮은 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분율 요건을 10%씩 완화한 

것이었다.52) 

   이상의 행위제한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손)

자회사 최소지분보유 의무, ② 다단계 출자를 100% 증손회사(완전증

손회사)까지로 제한, ③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지주회사의 비계열회

사 주식 5% 초과소유 및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 금지, 

50) 지분율 산정의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또한 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이거나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20% 이상이면 족한

데,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도 이와 동일하다.

51)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록, 2011.4.20., p.69 

: 공정거래위원회는 18대 국회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규정과 비계열사 

주식 보유 관련 제한을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논쟁 

끝에 본 개정안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52)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09, p.38



- 42 -

자회사·손자회사의 손자회사·완전증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지분

보유 금지], ④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⑤ 금융·비금융 회사 동

시 소유 금지가 그것이다. 이를 간략히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53),

[그림2]

나.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은 1999년 2월, 2001년 1월, 2004년 12월,

2007년 4월, 2007년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하에서

는 행위제한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쟁점을 중심으로 각 행위제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의식과 규제의 본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추가로 지주회사의 지주비율과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요건은 각

종 행위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사항인바, 동 요건 또한 조

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에서 밝혔듯 금산분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은 동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3) 공정거래위원회, 註48, 2014,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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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지분보유 의무 

(가) 개정과정

1999년 2월 지주회사 설립금지를 해제할 당시 지주회사의 최소

지분보유 기준은 상장 자회사에 대하여 30%, 비상장 자회사에 대하

여 50%였으며 이는 2007년 4월 각각 20%, 40%로 완화되었다.

한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보유 기준 관련하여,

1999년 2월 법안 기준으로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자회사와 사업관련성이 있거나 동일 지주회사 하에 있

는 다른 자회사이거나 혹은 비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지분율 기준은 없었다. 이후 2004년 12월 입

법에서 사업관련성 요건에 더하여 지분율 기준(상장 손자회사 30%,

비상장 손자회사 50%)이 추가되었으며, 2007년 4월 지분율 기준이 

완화되었고, 2007년 8월에는 사업관련성 요건이 삭제되어 지주회사

와 동일하게 상장 손자회사에 대해 20%,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된다.

(나) 입법취지

1) 지주회사의 최소지분보유 의무 취지 (1999년 2월)

최소지분보유 의무가 설정된 것도 지주회사 설립금지 해제에 따

른 경제력집중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데, 당시 입법자료54)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지배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동 규제의 취지는 “낮은 지분율에 의한 계열기업확장을 방지

하고 비주력 계열사의 분리 또는 매각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

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 한다.

추가로 동 입법과정에서 자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문제도 논

54) 15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51126), 1998.12.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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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는데,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

자로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들

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투명성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소주주주 보호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연결납세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구체적으로 30%, 50%라는 수치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없으

며, 단지 “현재 기업집단에서 실제 지배 가능한 최다출자자의 지분

율이 20~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그보다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2) 자회사의 최소지분보유 의무 취지 (2004년 12월)

2004년 12월 개정으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보유 

의무가 신설되었다. 당시 입법자료55)에 의하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지분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어 사

업관련성만 인정되면 적은 지분으로 다수 손자회사의 지배가 가능

하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실상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주회사가 주식피라미드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자회사를 금지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

한다는 점”을 입법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예

외적으로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손자회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2004년 12월 개정 이전에는 손자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

업관련성 요건만을 두고 있었는데, 사업관련성 요건은 소유지배괴리

도를 낮추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애초 자회사

55)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70072), 2004.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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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문제의

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최소지분보유 의무 완화 취지 (2007년 4월)

2007년 4월 개정으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보유 

기준을 각각 10%씩 완화하였다. 이는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외부

적 통제장치가 보완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완

화한 것이라 한다.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56)를 살펴보면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

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

적으로 개편하되,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

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 한다.

 4)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취지 (2007년 8월)

   2007년 8월 개정으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사업관련성 요

건을 폐지하였다. 당시 정무위원회 제안 개정법률안57)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손자회

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

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 한다.

   (다) 소 결

이상의 입법과정을 종합하여보면 최소지분보유 의무는 지주회사 

56)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안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6320), 2007.3.30

57)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안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7021), 2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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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금지 해제 당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라미드 출자에 의한 대리인 문제는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추

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면

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을 통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최소지분보유 의무 입법취지

에서 자회사 소수주주 보호를 명시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임으로써 소수주주 보호 또한 도모하는 것

으로 보인다.

추가로 최소지분율 기준 설정할 때나 이후 기준을 완화할 때 어

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게 최소지분보유 의무를 부여하면 경제력집중이 억제되고 이

를 완화하면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른 산물이 아

니었나 생각된다.

   (2) 다단계출자 제한

   (가) 개정과정

1999년 2월 법안부터 2007년 4월 법안까지 자회사와 사업관련성

이 있는 손자회사까지로 출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다만 2004년 12월 

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

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문을(법률 제7315호, 2004.12.31 공

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신설하였으나, 그 이전에도 해석상 사업

관련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었다.58)

이후 2007년 8월 개정에서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동 논문에서 “완전증손회사”)만 예외적

으로 허용되어 손자회사까지로 제한되던 출자단계를 일정부분 완화

하였다.

58) 註55,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70072), 2004.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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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 촉

진법이다. 동 법은 완전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증손회사를 둘 수 있

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6

항). 예외조항의 요건으로는 우선 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

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

자법인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손자회사 사업관

련성 및 합작주체 적절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③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입법취지

   1) 공정거래법상 취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해제 당시 다단계출자 제한의 취지 역시 계

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2007년 8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행위제한 또한 완화되었다.59) 

참고로 당시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하여 한 단

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평가받았기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

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예외와 그 취지 (2014년 1월)

   한편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완전증손회사에 대한 예외로서 지주

회사의 손자회사의 외국인합작투자회사를 허용한 까닭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가 주된 목적이었다. 

다만 2014년 1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과정에서 손자회사

가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경우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평등권 침

59) 註57,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안 법률(의안번호 177021), 2007.7.3.,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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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지가 있다는 점, 이를 추진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점 등이 

이견으로 제시되었으나 경제활성화의 목적 하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의결 되었다.60)

   (3)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

   (가) 개정과정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을 유도하는 규정은 

①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보유금지 및 ② 지주회사

의 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 소유 금지(이상 현행 공정거래법 제

8조의2 제2항 제3호), ③ 자회사의 손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소유 금지(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④ 손자회사의 

다른 계열회사 소유 금지로 구성되어 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4항). 

   상기 네 가지 비수직형 출자 제한 중 ①, ③, ④는 모두 200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②의 경우 1999년 2월 법안에도 존재하

였던 행위제한이었다.61)

   (나) 입법취지62)

   동 개정 전에는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보유를 통한 지배력 확

장 가능성이 있었으며63) 동일 지주회사 산하에 자회사간 출자도 빈

60) 19대 국회 산업통장자원위원회 회의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972), 2013.12.31.

61)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법률 제5813호 1999.2.5. 시행)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2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3.31. 시행)

62) 註55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70072), 2004.12. 

pp.9-16

63) 註55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70072), 2004.12. p.11 : 

2004년 5월 당시 전체 66개 지주회사가 있었는데, 지주회사가 5% 이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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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였다. 이에 2004년 12월 개정으로 비수직형 출자 제한을 강화함

으로써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를 수직적 관계로 단순·투명하게 

하여 소유지배구조 왜곡문제를 줄이고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간 이

해상충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보유를 금지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조

항을 규정하고 있던 당시 금융지주회사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도 개정 이유 중 하나였다.

다만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5% 초과 지분보유 금지와 관련하여 

① 지배목적이 아닌 신기술 도입, 외자유치 등 타회사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어렵게 되어 지주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가 된다는 점 

② 최소지분보유 의무,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제한 등 기타 지주

회사 행위제한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배력 확장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점, ③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방향과 상

충된다는 점 등이 이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자회사간 출자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당시의 최소지분보

유 의무상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할 유인이 거의 없

다는 점, ② 외국의 적대적 M&A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회사간 

출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반대의견으로 있었다.  

   (4)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가) 개정과정

   동 행위제한은 1999년 2월 지주회사 설립금지 해제 당시부터 존

재하였는데 당시 부채비율 상한은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100%였다. 

이후 2007년 4월 개정에서 부채비율 상한이 200%로 상향되었다.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29건, 5% 미만의 비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3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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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법취지

   

   1) 부채비율 100% 상한 신설 (1999년 2월)

   1999년 2월 개정 당시 입법자료64)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부채비

율 제한은 “지주회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지배

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부채로 

많은 자회사의 지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다 한다.

   한편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각종 여신한도관리제도, 지주회사 전

환 시 채무보증 해소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3) 등 이미 부채비율을 

제약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규제가 필요 

없으며, 부채비율 제한으로 인해 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워질 것이라

는 견해도 있었으나, 선진국 수준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소수주주 

보호,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장

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의 부채비율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였다.

   또한 미국 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은 50%라는 점,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이 없다는 점

을 들면서 부채비율 100%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지

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9년 말 30대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평균 218%, 5대~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평균 429%, 2000년대 말 30대 기업집단 부

채비율은 평균 171%, 5대~30대 기업집단 부채비율 평균은 180%에 

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00% 부채비율 기준은 상당히 유의

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65) 특히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재무건전화가 주된 정책목표였고 부채조달을 통한 무분별한 지배력 

64) 15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51126), 1998.12. p.7

65) 공정거래위원회, 『2002년판 공정거래백서』, 2002,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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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문제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중요한 정책변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2002년 4월 당시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제외 

요건 중 하나도 결합재무제표상 직전 사업년도 부채비율 100% 미만

이었다.[공정거래법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 2002.4.1. 

시행) 제17조 제2항 제3호]

2) 부채비율 200% 상한으로 완화 (2007년 4월)

2007년 4월 개정 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자 지주

회사 부채비율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66)

다만 당시 입법 논의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순환출자 규

제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 기준

   (가) 개정과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50% 이상의 지주비율(지주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갖추고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바(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동 요건은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한다. 때문에 행위제한의 정합성을 살펴봄에 있어 동 요건도 함

66) 註56,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안 법률안(의안번호 176320), 2007.3.30.,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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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50% 이상의 지주비율 요건은 1999년 4월 1일 지주회사 설

립금지가 해제된 이래로 개정 없이 줄곧 유지되었다. 자산총액 요건

의 경우 1999년 3월 100억 원 이상, 2001년 3월 300억 원 이상, 

2002년 3월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67) 

   (나) 입법취지

   상기 지주회사 지위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주비율 요건이나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 모두에 대해 구체적

인 입법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력집중의 폐해 우려가 거의 

없는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활용, 분사·기

업분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

로 완화한 것이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완화조치는 2001년 당시 출

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으로 자회사 출자총액이 제한되는 점도 감안

한 것이라 한다.68) 이로 미루어 보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및 자산

총액 요건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염두에 두고 행위제한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00년 12월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18개였

는데, 절반 이상이 자산총액 300억에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69) 당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67) 1999.3.3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4.1. 시행 ; 2001.3.27. 대통령령 제

17176호 2001.4.1. 시행 ; 2002.3.30. 대통령령 17564호 2002.4.1. 시행

68) 공정거래위원회, 註65, p.267

69) 공정거래위원회, 註65,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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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 결

지금까지 지주회사의 주요 행위제한 4가지와 행위제한의 전제조

건인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 요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본

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행위제한 제개정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도

표2와 같다.

지주회사는 주식 피라미딩을 통해 지배력의 승수적 확장을 가능

하게 할 위험이 존재하는바,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

다. 최소지분보유 의무, 다단계출자 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

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모두 그러하다.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은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완전증손회사’의 수직적 관계로 단순·투명하게 

하였는바, 동 규제는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자회사 상호간 출자

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한편, 지분구조를 단순화함으로

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편 최소지분보유 의무와 관련하여, 각 출자단계별 지분율을 통

제함으로써 소유지배 괴리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일정 부

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별개로 적어도 

입법목적 측면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과 소유지배 괴리의 완화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

분규제는 애초 사업관련성 요건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주회사 설립금지가 해제된 당시 주된 문제의식은 경제력집중 억

제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다만 최소지분보유 의무는 왜 상장회사에 대해 20%, 비상장회사

에 대해 40%인지, 다단계출자는 왜 완전증손회사로 제한되는지, 지

주회사의 부채비율은 한도는 왜 200%인지 등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 힘들었다. 특히 경제력집

중 억제를 위해 막연하게 출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편의주의적 발상

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며, 해당 규정의 개정 또한 뚜렷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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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정책의 필요에 따

라 자의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도표2 : 지주회사 행위제한 주요 개정사항]

1999.2.5. 공포
1999.4.1. 시행

2004.12.31. 공포
2005.4.1. 시행

2007.4.13. 공포
2007.4.13. 시행

2007.8.3. 공포
2007.11.4. 시행

최소
지분
보유
의무

持株
↓
子

상장 30%,
비상장 50%

상장 20%,
비상장 40%

子
↓
孫子

사업관련성
or

다른 자회사
or

비지배목적

상장 30%,
비상장 50%

+
사업관련성

상장 20%,
비상장 40%

+
사업관련성

상장 20%,
비상장 40%

다단계출자
제한

사업관련
손자회사

완전
증손회사

비수직형
출자
제한

持株
자회사 외
지배목적
소유 금지

①비계열회사 지분 5%한도
②자회사 외 다른 국내계열회사 보유 금지

子·
孫子

다른 자회사
보유 가능

손자회사·증손회사 외
다른 국내계열회사 보유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지주회사 자본총액
100% 이내

지주회사 자본총액
200% 이내

지주
회사
지위

지주
비율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자산
총액

100억이상(‘99.3) → 300억이상(’01.3) → 1,000억이상(‘02.3)

※ 2001.1.16.공포, 2001.4.1. 시행된 공정거래법도 행위제한 관련 변화가 있

으나 주요사항은 아니라 상기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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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책 

   지주회사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

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

고 있지만, 동시에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또한 있는 만큼 현행법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

다.

가.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제외

우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

도 적용을 면제하여 주었는데, 200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

액제한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본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지주회사의 확산에 주요 유인이 되었다.

참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라 함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

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

한제도는 지주회사 및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나. 행위제한 유예기간 부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고손회사 및 금융계열회사 처분, 

자회사 지분 확보 등을 일시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어 공정거래법은 각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각 종 행위제한에 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

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미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인정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제2항 제2

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 단서, 제2항 제5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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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단서, 제4항 제1

호, 제5항 제1호).

   또한 2년이 지난 후에도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행위제한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6항)

    

다. 세제상 혜택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편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있다.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자

회사의 배당금인데 이는 이미 자회사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으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지주회사가 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해

결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상 일정 지분율요건을 충

족할 경우, 그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높아지는데,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상장 자회사의 경

우 40%) 초과일 경우 배당수익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혜택은 공정거래법 혹

은 금융지주회사법상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지주회사에 대해서

만 적용되는데 이는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해 불리하다는 점, 공정거

래법상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요건보다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지분율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70) 한편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비하여 설립한 후 조세부담이 증가

70) 이성우, “현행 지주회사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2집 제1호, 2006,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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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71)

다만 우리나라에서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모자회사간 배당에 

대한 과세를 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피라미드 출자가 드문 까닭을 

이러한 세제상 불이익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72)

(2) 과세이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 외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

출자 및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

조의2, 제52조의2). 즉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 혹은 포괄적 교환

을 통해 공정거래법 혹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

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

자 혹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주식양도 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는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데, 이는 상당히 유용한 세제 인센티브이다.

(3) 취득세 면제

추가하여 타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소위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되

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71) 이성우, 註70, pp.370-378. 1917년 미국, 1966년 프랑스, 1967년 영국, 

1967년 독일, 2002년 일본 등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기업집단 내 과세손익의 통산을 인정하는 소득 통산형 연결납세제

도를, 영국, 독일은 모·자회사 간 손익의 이체를 인정하는 손익 대체형 연결납

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72) Randall Morck,,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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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2호),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취득세

를 면제해주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 단 동 특례

는 2014년 12월 23일 개정입법으로 폐지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혜택은 아니다.

   6.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의 기업 출자 구조는 상호출자, 순환출자, 공동출자 등

으로 자본의 공동화,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가 심각하였다. 가령 

삼성, 현대차동차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대기업집

단은 SK, LG, GS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 출자관계보

다 훨씬 복잡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는 적어도 자회사간 

출자가 제한되어 자회사는 자신의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지배력 확

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이 제한되게 되고, 자회사는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게 된다.

한편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로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수직적으로 체계화됨으로서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지

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의 책임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투명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법적 실체가 명확한 지주회사가 대기업집

단의 구조조정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책임관계가 비교적 

투명하게 되었고, 지주회사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또한 순환출자의 기업집단에서는 복잡한 출자고리로 인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웠으나,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자회사간 

출자고리가 없어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 부실기업의 분리매각이 용이하며 연쇄도산

의 위험이 작다.



- 59 -

   나. 부정적 평가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갖지만, 출자단

계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승수적 확장에 의한 피라미드구조가 형성

되어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즉 총수일가는 지주

회사의 지분만 충분히 확보하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소위 CMS(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문제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더 나아가 최소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경제력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커진

다. 지주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주주권의 간

접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의 대주주인 지주회사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령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자회사 경영

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자회사에 손해

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그러하다.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

제에서는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회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

며, 현행법체계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 3 절   지주회사 실태

   1. 개 관

   가. 지주회사 설립 현황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인책에 힘입어 지주회사 수는 제도 도

입(1999년 4월 1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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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주회사는 132개에 달한다. 다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

사73)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주회사 

증가내역은 그림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74) 

   

[그림3 : 지주회사 설립 동향]

   한편 도표3는 2014년 9월 기준 132개의 지주회사를 자산총액 기

준으로 상위 11개 회사를 추려본 것인데75), 삼성을 제외하면 기업집

단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큰 주력 계열회사가 지주회사 체제 내로 

포섭된 경우로 소위“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였다. 

   한편 11개 회사 모두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기준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채비율 규

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73)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7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

표 보도자료”, 2014.10.29. 

7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註74



- 61 -

[도표3 :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도입 현황]

('14.9.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개)

순
위

기업
집단

지주회사명
설립
전환일

자산총액
지주
비율

부채
비율1)

편입율2)

5 SK SK㈜ ‘07.7 11,346,254 91.7 41.2 78

6 LG ㈜LG ‘01.4 7,872,017 85.6 3.7 90.2

10 GS ㈜GS ‘04.7 5,380,295 88.1 13.3 46.1

17 두산 ㈜두산 ‘09.1 3,291,631 51.6 67.3 71.4

20 CJ CJ㈜ ‘07.9 3,004,672 88.2 14.2 64.5

28 부영 ㈜부영 ‘09.12 2,819,804 96.4 30.3 42.9

47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13.7 2,353,168 75.6 3.6 62.5

23 LS ㈜LS ‘08.7 1,814,856 89.9 5.2 52.9

58
하이트

진로

하이트진로
홀딩스㈜

‘08.7 1,768,074 98.9 90.6 91.7

59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그룹

‘07.1 1,653,114 74.5 3.3 100

1 삼성 삼성종합화학㈜ ‘04.1 1,597,400 77.4 2.676) 2.777)

(1) 부채비율 : 부채액/자본총액

(2) 편입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3) 기울임체는 비상장회사

   나. 조사대상 지주회사

   이하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지주

회사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집

76)  2013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기업집단 삼성,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

(주)의 자산총액은  각각 331.4조, 1.59조, 1.86조인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은 1%에 불과하다.

77)  2014년 4월 1일 기준, 삼성 계열회사 74개 중 2개 회사만이 지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되어 있는바, 편입률은 2.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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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업집단 

순위로 20위권 내에 속한 SK, LG, GS, 두산, CJ를 조사 대상으로 추

려보았다. 그에 앞서 기업집단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

는 아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운 까닭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전환비용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두산을 제외한 SK, LG, GS, CJ 모두 지주비율 및 지주회

사 자산총액 요건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두산의 경우 2014년 9월 말 기준 지주비율이 51.6%였으나, 2015년 4

월 24일 지주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78) 하지만 이 또한 지주회사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주회사 운영실태의 분석자료는 해당 지주회사가 속한 기업집

단의 지분도79) 및 지분현황 자료80)(모두 2014년 4월 기준)를 활용하

였으며, 소유지배괴리의 분석 도구로 동 논문 제2장에서 소개한 바 

있는 를 활용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의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값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도

표4와 같다.

78) (주)두산 공시자료,『기타 주요경영사항』,2015.4.24.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

산의 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

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한다. 

7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에 

대한 정보공개”, 2012.6.29., p.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 강화를 위해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분도 또한 대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http://groupopni.ftc.go.kr)에 공개하고 있다. 

8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註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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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출자단계  한계값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비상장) 4

상장 → 상장 → 비상장 (→ 상장/비상장) 8

상장 → 비상장 → 상장 (→ 상장/비상장) 8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비상장) 16

[도표4 : 공정거래법상  한계값]81)

  2 . 삼성, 지주회사 전환 비용 관점에서

   가. 기업집단 삼성 내의 지주회사 현황

아래의 도표5는 2014년 4월 기준 대기업집단 63개 중 지주회사

인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 22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음영으로 표기된 15개만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다. 삼성

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삼성종합화학

(주)이라는 비주력계열회사를 지주회사로 둔 경우에 해당한다.  

   도표3에서 보듯이 삼성종합화학(주)82)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 

삼성토탈(주)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주회사 자산총

액 기준 11위에 랭크되어있다. 삼성종합화학(주)는 자산총액 1위의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이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은 순환출자83)로 

81) 지주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지주회사나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자

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종손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인투자회사인 경우까지 상정하여 세부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82) 참고로 2014년 11월 26일 한화케미칼(주)와 한화에너지(주)의 이사회에서는 

삼성종합화학(주) 지분을 각각 26.85% 및 29.16%씩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

다. 

83)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2014.7 

p.14, : 삼성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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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까닭에 지주회사 편입율은 2.7%, 지주회사 체제 내 자

기업
집단 지주회사 전환일 기업

집단 지주회사 전환일

삼성 삼성종합화학 ’04. 1. 1.
부영

부영 ’09.12.30.

SK

SK ’07. 7. 3. 동광주택산업 ’11. 1. 1.

SK이노베이션 ’11. 1. 4.
현대
백화점 현대에이치씨엔 ’06. 1. 1.

SK이엔에스 ’14. 1. 1. 코오롱 코오롱 ’10. 1. 1.

LG LG ’01. 4. 3.
한진
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07. 8. 1.

GS
GS ’04. 7. 7. 한라 한라홀딩스 ’14. 9. 2.

GS에너지 ’12. 1. 3.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13. 7. 6.

농협
농협경제지주 ’12. 3. 2. 태광 티브로드홀딩스 ’08.11.11.

농협금융지주 ’12. 3. 2.
대성

대성합동지주 ’11. 1. 1.

한진
한진해운홀딩스 ’09.12. 1. 서울도시개발 ’11. 1. 1.

한진칼 ’13. 8. 1. 세아 세아홀딩스 ’01. 7. 3.

한화 한화도시개발 ’09.12. 1. 태영 SBS미디어홀딩스 ’08. 3. 4.

두산
두산 ’09. 1. 1. 하이트

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08. 7. 3.

디아이피홀딩스 ’10. 1. 1.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07. 1. 1.

CJ
CJ ’07. 9. 4. 계

(22개
집단)

31개 회사
(일반: 30, 금융: (1)

케이엑스홀딩스 ’13. 3 31.

LS LS ’08. 7. 2.

[도표5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4)

산비중은 1% 불과하다. 그림4에서 보듯이 음영으로 표시된 지주회

사는 삼성 전체 계열회사 중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피라미드 출자 

혹은 지주회사의 맥락에서 삼성을 논한다면, 삼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 내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비

용을 살펴보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삼성생명삼성에버랜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8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7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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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주회사 전환비용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순

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삼성의 주요 환상형 출자고리는 5개인데, 

이를 비롯한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② 현행 공

정거래법상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며, ③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처

분해야 한다. 한편 ④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해선 안 되므로 이

에 대해서도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

회사 간의 채무보증,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자회사와 다

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85)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공정거래

법 제8조의3). 물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일정한 채무보증

이 당연히 금지되지만(공정거래법 제10조의2), 공정거래법 제8조의3

은 위법상태에 있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주회사로의 설립 또는 전환이 불가능함을 규정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채무보증을 해소할 경우 여신기관에서 추가적인 

물적담보나 금리인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⑥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금융자

회사 및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주

회사 체제 내에 편입된 금융회사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공정거래법 

85)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의한 채무보증제한 기업

집단에 금지되는 채무보증으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인적보증”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지 않는 기업 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 가령 계약이행보증 등은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

내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므로 해외 계열사 상호간 혹은 해외 계열

사와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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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삼성 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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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1999년 지주회사 설립금지를 해제한 이래로 정부는 관련 규제를 

거듭 완화하거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의 설립 및 전환을 권고하였다. 지주회사의 장점이 지주회사 체제로

의 전

환 및 유지비용보다 커야 지주회사 체제가 널리 확대될 수 있을 것

인데, 삼성의 경우 수 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금융계열사 지

분을 정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말 기

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보통주 기준)는 삼성 

기업집단의 지배권 확보에 필수적인 출자고리인데, 지주회사로 전환

하고자 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가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롯데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대기업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86)

   3. SK

   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

   지주회사 실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최소지분보유 

의무와 다단계출자 제한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또한 

그에 앞서 지주회사의 지분현황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방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SK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SK(주)는 2007년 7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하여 석유화학 사업회사 

SK에너지(주)(現SK이노베이션(주), 이하 舊SK에너지)를 신설하고 SK

(주)는 지주회사로 변모하였으며, 이후 舊SK에너지는 재상장되었다. 

8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74, p.2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집

단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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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87)88)

[그림5 : SK 지분도]

   인적분할 과정에서 SK(주)의 자기주식 17.3%는 舊SK에너지에 대

87)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 대상이 

되며,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회사는 분할 전

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88) SK이노베이션(주) 공시자료,『분할신고서』,2007.4.30. p.9 : 신설회사의 자

산·부채·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분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자산·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SK의 인적분할 사례에

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부문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0.71의 분할비율을 산정하

였고, 분할기일 기준 SK(주)의 주주들에게 1주당 0.71주의 舊SK에너지(주) 신

주를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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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분으로 전환되었는데 분할 당시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

한 지분율요건은 20%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주식교환매

수(exchange offer)를 진행하여 SK(주)의 舊SK에너지에 대한 지분율

은 최종적으로 31.18%가 되었다.89) 참고로 주식교환매수라 함은 취

득회사(지주회사)가 대상회사(자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

가로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을 교부(신주발행)하는 것 혹은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대상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

를 한 주주들에게 취득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90)

   이어 SK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C&C → SK(주) → SK텔레콤 →SKC&C” 및 “SKC&C → SK

(주) → SK네트웍스 → SKC&C”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등 지

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2007년 7월 

및 2009년 7월 두 차례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하였다.91) 

   마지막으로 2011년 1월 1일 SK이노베이션(주)의 물적분할92)의 과

89) SK(주) 공시자료,『유상증자결정』,2007.10.25  및 SK이노베이션(주) 공시자

료,『공개매수결과보고』, 2007.10.29. 

90) 현물출자 가액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가 존재하나, 

2012.4.15. 시행된 개정 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 

부당한 가액평가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3자에 의한 가액평가제도인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가 면제된다(상법 제422조 제2항 제2호 및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고로 일반적인 신주 발행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출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이를 사전에 특정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노혁준,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지주회사

의 설립”, 『지주회사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09, p.251 이하). 

9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주)가 금융계열회사인 SK증권(주)에 대

한 지분을 2차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처분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85억 원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11-201호). 하지만 행정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관련 "과징금을 산

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며 "원고의 법 위반행위

에 대해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9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

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

는 회사가 각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승인 대상이 된다. 또한 제530

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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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기준, 상장회사는 볼드체로 표기, 단위: 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회사명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SK
이노
베이션
(주)

33 20

대한
송유관공사㈜

41 13.5 8 　 　 　 　

SK
루브리컨츠㈜

100 33 8
유베이스
매뉴팩처링
아시아

100 33 8

SK
모바일에너지㈜

100 33 8 　 　 　 　

SK에너지㈜ 100 33 8

내트럭 100 33 8

제주
유나이티드
에프씨

100 33 8

SK인천
석유화학㈜ 68 22.4 8 　 　 　 　

SK
종합화학㈜ 100 33 8

울산
아로마틱스94)

50 16.5 8

SK유화 100 33 8

SK트레이딩 100 33 8 　 　 　 　

정을 거쳐 SK에너지(주) 등의 손자회사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그림5의 지분도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기업집단 SK의 지주회사는 SK(주)이나, 실질적으로 그 상단에 

SKC&C가 SK 지분 31.5%를 보유함으로써 SKC&C가 사실상의 지주

회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2015년 8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SKC&C가 SK(주)를 흡수합병(합병비율 1:0.73)할 예정이다.93) 

   나.  지분보유 현황

   도표6는 SK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된 회사들의 값

을 조사한 것인데, 이에 추가로 공정거래법상 지분규제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의 한계값과 비교하여 보았다(도표4 참조).

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93) SK(주) 공시자료, 『주요사항보고서』,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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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행복나래㈜ 42.5 14 8 　 　 　 　

SK
텔레콤
㈜

25.2 　20

F&U신용정보 50.0 12.6 8 　 　 　 　

SK와이번스
㈜ 100 25.2 8 　 　 　 　

SK텔링크㈜ 83.5 21.0 8 　 　 　 　

네트웍
오앤에스(주) 100 25.2 8 　 　 　 　

서비스
에이스㈜

100 25.2 8 　 　 　 　

서비스탑㈜ 100 25.2 8 　 　 　 　

SK
브로드밴드㈜

50.6 12.7 4 　 　 　 　

SK플래닛㈜ 100 25.2 8

커머스
플래닛 100 25.2 8

엠앤
서비스

100 25.2 8

SK
하이닉스㈜

20.6 5.2 4

SK
하이스텍 100 5.2 4

SK
하이이엔지

100 5.2 4

피에스엔
마케팅㈜ 100 25.2 8 　 　 　 　

행복나래㈜ 42.5 10.7 8 　 　 　 　

SK
이엔에스
㈜

94.1 40

㈜부산
도시가스 67.3 63.3 8 　 　 　 　

강원
도시가스㈜

100 94.1 16 　 　 　 　

김천에너지
서비스㈜ 80.0 75.3 16 　 　 　 　

보령엘엔지
터미널㈜

50.0 47.1 16 　 　 　 　

영남
에너지
서비스㈜

100 94.1 16 　 　 　 　

위례에너지
서비스㈜

89.5 84.2 16 　 　 　 　

전남
도시가스㈜ 100 94.1 16 　 　 　 　

전북에너지
서비스㈜

100 94.1 16 　 　 　 　

충청에너지
서비스㈜ 100 94.1 16 　 　 　 　

코원에너지
서비스㈜ 99.9 94 16

하남
에너지
서비스

100 94 16

평택에너지
서비스㈜ 77.3 72.7 16 　 　 　 　

피엠피㈜ 100 94.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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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주) 83.1 40 　 　 　 　 　 　 　 　

SK임업(주) 100 40 　 　 　 　 　 　 　 　

SK건설
(주)

44.5 40

광주맑은물㈜ 42.0 18.7 16 　 　 　 　

대전맑은물㈜ 32.0 14.2 16 　 　 　 　

리얼베스트㈜ 100 44.5 16 　 　 　 　

SK디앤디 40.4 18 16
엠케이에스
개런티(유) 100 18 16

SK
네트웍스
㈜

39.1 20

스피드
모터스㈜

100 39.1 8 　 　 　 　

SK네트웍스
서비스㈜ 86.5 33.8 8 　 　 　 　

SK핀크스㈜ 100 39.1 8 　 　 　 　

엘씨앤씨㈜ 100 39.1 8 　 　 　 　

SK바이
오팜(주)

100 40 　 　 　 　 　 　 　 　

SKC(주) 42.5 20

SK더블유㈜ 90 38.3 8

SK
씨라이팅㈜

98.6 41.9 8

SK
씨솔믹스㈜ 41.4 17.6 4

SK
씨에어가스㈜

80 34 8

SK텔레시스㈜ 50 21.3 8

[도표6 : SK 지분보유 현황]

   우선 전체적으로 실제의 가 공정거래법상 한계값보다 크며, 출

자단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가 줄어드는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단계 및 손자회사 단계에서 SK 

기업집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62%, 80%에 달한다. 특히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83%로 더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지

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물적분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

나, 보다 보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

다. 상장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나 그 밑의 증손회사의 경우 는 

5.2%로 한계값인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9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의무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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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현실의 지분율은 공정거래법상 피라미드 출자에 대한 

지분 제한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현상태의 지분구조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SK기업집단의 손자회사 단계에서 

의 평균은 41%으로 지주회사의 각 손자회사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41%이지만 의결권 지분은 80%에 달하는바, 이론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공정

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규제가 CMS 문제를 방지하는 데 얼

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4. LG

   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정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래로 국내 주요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최초의 기업집단이다. LG는 2001년 이후 4

년 여 동안 진행된 재편성 과정에서 2003년 LS계열 및 2005년 GS계

열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변경을 진행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기업집단 LS와 GS를 제외한 LG계열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과

정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LG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95) 첫 번째 단계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단계이다. 舊
LG화학은 2001년 4월 및 2002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부문을 인

적분할하여 화학부문의 순수지주회사인 (주)LGCI를 설립하고, ㈜LG

화학,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舊LG전자도 

95) 김주영·이은정·이주영, “국내의 지주회사 설립사례”, 『지주회사와 법』, 도서

출판 소화, 2009, pp.172-179 ;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 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경영사학 제22집 제1호』 제22집 제1호(통권 43호), 한국경영사학회, 

2007.6.3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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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인적분할하여 분할하여 전자부분의 순수지주회사인 

(주)LGEI를 설립하고, 사업회사인 LG전자㈜를 신설하였다. 

[그림6 : LG 지분도] 

   

   두 번째 단계는 (주)LGCI와 (주)LGEI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

건을 맞추기 위하여 자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단계이다. 참고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

분요건은 각각 30% 이상, 50% 이상이었다. SK 사례에서와 마찬가지

로 (주)LGCI 및 (주)LGEI 모두 교환공개매수를 통하여 지주회사 지

분율요건을 충족시켰다. 

   상기 과정에서 (주)LGCI는 ㈜LG생명과학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여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

았다.96) 또한 통합지주회사인 ㈜LG도 비상장 자회사인 LG칼텍스정

유(주)에 대한 지분율 요건 50%를 기한 내에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

9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엘지씨아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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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기준, 상장회사는 볼드체로 표기, 단위: 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회사명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회사
명

지
분
율


한
계
값

㈜LG
생명과학

30 20 　 　 　 　 　 　 　

㈜LG
경영개발원

100 40 　 　 　 　 　 　 　 　

㈜LG
스포츠

100 40 　 　 　 　 　 　 　 　

㈜LG
실트론

51 40 　 　 　 　 　 　 　 　

㈜루셈 64.8 40 　 　 　 　 　 　 　 　

LG
엠엠에이
㈜

50 40 　 　 　 　 　 　 　 　

㈜LG
씨엔에스

85 40

㈜에버온 75 63.8 16 　 　 　 　

㈜코리아
일레콤

87.3 74.2 16 　 　 　 　

원신
스카이텍㈜

65.7 55.9 16 　 　 　 　

㈜비앤이 61.3 52.1 16 　 　 　 　

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주)LG가 LG칼텍스정유(주)의 주식매입을 시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합작투자사 및 개인주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 

위반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97)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2003년 11월 (주)LGCI가 (주)LGEI

를 합병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두 지주회사를 통합한 하나의 지주회

사 ㈜LG를 설립하였다.   

   참고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상 금융계열사였던 LG증권과 LG카드

는 사업자회사로 편입이 불가하므로,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함

으로써 지배력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이는 여타 기업집단에

서도 유사한 현상이다. 

   나. 지분보유 현황

9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엘지 등 4개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에 대한 시정조치”, 2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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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유세스
파트너스

100 85 16 　 　 　 　

LG엔시스㈜ 100 85 16 　 　 　 　

LG
전자㈜

30.5 20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100 30.5 8 　 　 　 　

에이스
냉동공조㈜

100 30.5 8 　 　 　 　

하이엠
솔루텍㈜

100 30.5 8 　 　 　 　

LG히타치
워터솔류션㈜

51 15.6 8 　 　 　 　

LG이노텍㈜ 47.9 14.6 4
이노
위드

100 14.6 4

㈜하이
텔레서비스

100 30.5 8 　 　 　 　

㈜하이프라자 100 30.5 8 　 　 　 　

LG
디스플레이㈜

37.9 11.6 4
나눔
누리

100 11.6 4

㈜하이엔텍 100 30.5 8 　 　 　 　

㈜하누리 100 30.5 8 　 　 　 　

㈜지투알 35 20
㈜HS애드 100 35 8 　 　 　 　

㈜엘베스트 100 35 8 　 　 　 　

㈜LG
화학

30.1 20
㈜씨텍 50 15.1 8 　 　 　 　

㈜행복누리 100 30.1 8 　 　 　 　

㈜서브원 100 40
㈜곤지암예원 90 90 16 　 　 　 　

LG도요
엔지니어링㈜

70 70 16 　 　 　 　

㈜LG
하우시스

30.1 20

㈜LG토스템
비엠

50 15 8 　 　 　 　

㈜하우시스
이엔지

100 30.1 8 　 　 　 　

㈜하우시스
인터페인

80 24.1 8 　 　 　 　

㈜LG
생활건강

30　 20

㈜퓨쳐 100 30 8 　 　 　 　

해태음료㈜ 100 30 8 　 　 　 　

㈜더페이스샵
코리아

100 30 8 　 　 　 　

코카콜라
음료㈜

90 27 8
한국
음료

100 27 8

크린소울(유) 50 15 8 　 　 　 　

㈜LG
유플러스

36.1 20
㈜위드유 100 36.1 8 　 　 　 　

㈜아인텔레 100 36.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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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미디어로그 88.1 31.7 8 　 　 　 　

㈜씨에스리더 100 36.1 8 　 　 　 　

㈜데이콤크로
싱

51 18.4 8 　 　 　 　

㈜씨에스원
파트너

100 36.1 8 　 　 　 　

㈜LG솔라
에너지

100 40 　 　 　 　 　 　 　 　

 
[도표7 : LG 지분보유 현황]]

   도표7을 살펴보면, SK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회사 단계에서 평

균 지분율은 전체 58%, 상장 자회사는 31%, 비상장 자회사는 81%이

다. 손자회사 단계에서의 평균 지분율은 전체 84%, 상장 41%, 비상

장 87%에 이르며,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제한요건을 크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해 지배회사의 지분율

이 낮지만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과 무관하게 지배회사 스스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분율을 스스로 판단하여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자회사 단계에서 의 평균값도 손자회사 단계에서는 전

체 37%, 비상장회사 39%, 상장회사 26%이다. 출자 단계가 높아질수

록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법이 

기준으로 제시한 를 상회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일반집중 관점에

서 일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으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소유구조 관련 기업의 경영판단에 공정거

래법상 지분율 요건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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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S98)

   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정

   2004년 7월 ㈜LG는 ㈜LG를 잔존회사로, ㈜GS홀딩스를 신설법인

으로 하여 두 개의 지주회사로 하여 인적분할 되었다. 2004년 8월 

㈜GS홀딩스는 재상장되었으며, 2005년 4월 GS가 기업집단 LG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그림7: GS 지분도]

   이후 2009년 3월 지주회사 ㈜GS홀딩스는 상호를 ㈜GS로 변경하

98)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 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경영사학』 제22집 제

1호(통권 43호), 한국경영사학회, 2007.6.30., p.15 ; 김동운, “GS그룹의 소유

구조, 2005~2013년”, 『경영사학』 제29집 제4호(통권 72호), 한국경영사학회, 

2014.12.31., p.212 ; ㈜LG 공시자료,『분할신고서』, 2004.5.7  ; ㈜GS 공시

자료,『사업보고서』,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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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기준, 상장회사는 볼드체로 표기, 단위: 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회사명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GS
글로벌

54.6 20
디케이티 42.2 23 8 　 　

㈜피엘에스 90 49.1 8 　 　

㈜GS
리테일

65.8 20

㈜GS넷비전 100 65.8 8 　 　

㈜GS왓슨스 50 32.9 8 　 　

㈜후레쉬서브 100 65.8 8 　 　

㈜GS
스포츠

100 40 　 　 　 　 　 　

㈜GS
홈쇼핑

30 20

㈜에이
플러스비

96.8 29.1 8 　 　

(주)GS텔레서
비스

100 30 8 　 　

㈜텐바이텐 80 24 8 　 　

GS
에너지
(주)

100 40

㈜삼일폴리머 100 100 16 　 　

㈜해양
도시가스

100 100 16 　 　

보령엘엔지
터미널㈜

50 50 16 　 　

살데비다
코리아㈜

33.3 33.3 16 　 　

서라벌
도시가스㈜

100 100 16 　 　

GS나노텍㈜ 99.8 99.8 16 　 　

GS EWTE㈜ 100 100 16 　 　 　

GS이엠㈜ 100 100 16 　 　 　

GS칼텍스㈜ 50 50 16 상지해운㈜ 100 50 16

였으며, 2012년 1월 ㈜GS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GS에너지

(주)를 신설하였다. 신설 GS에너지㈜는 이전의 ㈜GS 사업 중 GS칼

텍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을 물려받았으며, 존속 ㈜GS는 나머지 모든 

사업을 계속 담당하였다.

   나. 지분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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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텍㈜ 100 50 16

GS그린텍㈜ 100 50 16

GS바이오㈜ 100 50 16

GS에코메탈㈜ 100 50 16

GS엠비즈㈜ 100 50 16

GS파워㈜ 50 50 16 　 　 　 　

GS파크
이십사㈜

50 50 16 　 　 　 　

GS퓨얼셀㈜ 95.7 95.7 16 　 　 　 　

GS플라텍㈜ 62.3 62.3 16 　 　 　 　

파워카본
테크놀로지㈜

50 50 16 　 　 　 　

GS
이피에
스㈜

70 40　 　 　 　 　 　 　 　

[도표8 : GS 지분보유 현황]

   도표8과 그림7에서 보듯이 GS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46.1%, 지주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자산비율은 72.8%로 다른 지주회

사 전환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99) 지주회사 ㈜GS의 자회사

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70.1%, 상장 자회사 및 비상장 자회사에 대

한 지분율은 각각 50.1%, 100%로, SK나 LG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77.3%이며 모두 비상장회사이

고, 증손회사는 GS칼텍스 산하에 6개가 있는데 모두 100%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손자회

사, 증손회사 단계 모두에서 공정거래법상 최소 기준을 넉넉히 초과

하고 있는데, 이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상장법인이 없다는 점, 상장 

자회사 또한 지분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9) 김동운,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 『경영사학』 제29집 제4호(통

권 72호), 한국경영사학회, 2014.12.31., p.212 : 2005년 신규 기업집단 지정 

당시에는 26%이던 것이 2006-2008년 에는 31-34% 그리고 2009-2013년에

는 40-45%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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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두산100)

   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

   ㈜두산은 사업지주회사였으나, 지주회사 자신의 사업규모가 커짐

에 따라 지주비율이 50% 이하로 감소하여 2015년 4월 24일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배경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4년의 유

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해소하지 못한 사실도 있었는바, 행위제한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필요하다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 포함하

였다. 

   

[그림8 : ‘14.4 기준 두산 지분도]

100)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 체제 : 두산그룹의 사례”, 사단법인 국제지역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2.6.2., pp.263-265,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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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기 전의 ㈜두산은 부동산임대업, 유통업, 

식품사업, 사료사업, 출판사업, 광고사업, 주류사업, 유리사업 등 다

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 1월부터 2010

년 7월까지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였다.

   4년 6개월 동안 ㈜두산은 수차례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회사를 

신설하고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 자회사로 각각 이전하였으며, 

몇몇 사업부는 외부에 매각하거나 신설 자회사 자체를 매각하였다. 

또한 중공업 관련 회사를 양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등 영위 

사업을 재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 11월 종가집김치 등 식품사업을 대상FNF(주)

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2007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부동산임

대업 등을 영위하는 두산타워(주)를,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두산생

물자원(주)를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잡지 및 광고 

등 매거진사업부문을 계열회사인 ㈜오리콤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

다. 한편 2008년 3월에 ㈜두산은 사업목적에 지주사업101), 지적재산

권 관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사업지주회사임을 표명하

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두산은 지속적으로 사업부문을 정리하였는데, 2008년 10월에는 

출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두산동아를 신설하였고, 2008년 12

월에는 유리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신설 자회사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지분은 분할 직후 모두 처분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주류(소

주)사업부문을 ㈜롯데주류BG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상의 사업

부문 정리를 통해 ㈜두산의 자산규모를 감축함으로써 2008년 12월 

기준 지주비율을 57.6%로 높여 2009년 1월 1일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다.  

101) 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의 내용

을 지배, 경영지도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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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08년 8월 ㈜두산은 동명목재그룹으로부터 동명중공업의 

지분 52.9%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2008

년 5월 SPC로서 순수지주회사인 두산모트롤홀딩스를 설립하였으며 

자회사로 두산모트롤(동명중공업)을 두었다. 이후 2010년 7월 두산모

트롤홀딩스와 두산모트롤은 ㈜두산에 흡수합병되었다. 또한 2009년 

5월에는 순수지주회사이자 중간지주회사인 DIP홀딩스(주)를 설립하

였다. 참고로 두산중공업(주)는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주)가 민영화되

는 과정에서 2000년 12월 ㈜두산 및 두산건설(주)가 각각 28.8%, 

7.2%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기업집단 두

산으로 편입되었다.102)

   나.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

　 　 　 (단위: 억 원)

구분 회사명 위반사항 주요위반내용 과징금

① 일반지주회사 (주)두산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두산캐피탈

주식(0.43%)보유
0.7

② 자회사
두산

중공업(주)

금융손자회사

보유 금지

두산캐피탈

주식(14.28%) 보유
27.9

③ 손자회사
두산

인프라코어(주)

증손회사외계열사

출자금지

두산캐피탈

주식(14.28%) 보유
25.3

④ 손자회사
두산

건설(주)

증손회사외계열사

출자금지

네오트랜스

주식(42.86% 보유)
1

⑤ 손자회사
㈜두산

캐피탈

증손회사외계열사

출자금지

비엔지증권

주식(97.82%) 보유
2.4

[도표9 :‘13.4 기준 두산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103)   

   한편 ㈜두산은 도표9 및 그림9 지분도에서 보듯이, 2013년 4월 

기준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5가지를 위반한 바 있다. ㈜두산은 지

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1일자로 공정거래법

102) 두산중공업(주) 공시자료,『주식등의대량보유보고서』, 2000년 12월 26일 

10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두산 등 5개 사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2013. 7. 2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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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며 각종 행위제한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하였다. 이에 도표9의 사항에 대해 2년씩 2회에 걸쳐 총 4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으나 유예기한 만료일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6.4억 원의 과징

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림9 : ‘13.4 기준 두산 지분도]

   ㈜두산은 상기 위반사항 중 ①, ②, ③에 대해 비영리법인 및 해

외계열사 등에 처분하였고, 결과적으로 ⑤ 또한 해소하였으나, 네오

트랜스(주)의 주식은 2015년 2월까지 처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네오

트랜스는 신분당선 운영사인데, 주주인 재무적 투자자와 각 컨소시

엄사(두산건설 42.86%, 대림산업 14.29%, 대우건설 14.29%, 동부건

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각 7.14%)의 이해관계가 달

라 지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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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5년 4월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완전증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유예

기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다. 지분보유 현황

[도표10 : 두산 지분보유 현황]

(2014년 4월 기준, 상장회사는 볼드체로 표기, 단위: 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회사명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오리콤 67.6 20 　 　 　 　 　 　 　 　

두산
생물자원㈜

100 40 　 　 　 　 　 　 　 　

두산타워㈜ 100 40 　 　 　 　 　 　 　 　

두산동아
㈜

100 40 　 　 　 　 　 　 　 　

㈜두산
베어스

100 40 　 　 　 　 　 　 　 　

DIP
홀딩스㈜

100 40
SRS코리아㈜ 100 100 16 　 　 　 　

두산DST㈜ 50.9 50.9 16 　 　 　 　

두산
중공업㈜

41.4 20

두산
인프라코어㈜

36.4 15.1 8 　 　 　 　

㈜두산AMC 100 41.4 8 　 　 　 　

두산엔진㈜ 42.7 17.7 4 　 　 　 　

두산건설㈜ 81 33.5 4

네오트
랜스㈜(1)

42.8 33.5 8

두산
큐벡스㈜

100 33.5 8

(1) 네오트랜스(주)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註6(3)에 누락되어 추가하였다.

104) 2015년 2월 17일, 아주경제, “네오트랜스 지분 처리 못한 두산건설, 공정위 

‘고발’ 초읽기” ; 2014년 4월 24일, 한국경제, “두산그룹, 신분당선 운영사 네

오트랜스 매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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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두산은 수차례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

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는바, 그 결과 신설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모

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전체 평균 

87%,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54.5%,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100%이고, 손자회사 지분율 전체 평균은 68.5%, 상장 손자회사에 대

해서는 53.3%,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83.6%이다. 상기 수치는 

역시 공정거래법상 최저 요건을 상당히 높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7. CJ105)

 

   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

   기업집단 CJ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년의 기간에 

걸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우선 CJ㈜(舊제일제당㈜)는 2000

년 4월 ㈜삼구로부터 ㈜삼구쇼핑(現(주)CJ오쇼핑)를 인수하였는바,106) 

㈜CJ오쇼핑은 2007년 1월 1일 5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지정

되었다.107) 

   이어 2007년 9월 CJ(주)는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식품부문 등 

제조사업부문 일체를 인적분할하여 CJ제일제당(주)를 신설하고 재상

장하였다.108) 분할 당시 CJ(주)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19.1% 

정도로 CJ제일제당(주)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되었고, 역시 교환공개

매수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39.1%로 끌어올려 공정거래법상 지분보

105) 김동운, “지주회사 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CJ그룹의 사례, 

1997-2012년”,『경영사학』제27집 제3호(통권 63호),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

회, 2012.9.30., pp.141-142

106) ㈜CJ오쇼핑 공시자료,『주식 등의 대량보유 변동보고서』, 2000.4.7. 

107) ㈜CJ오쇼핑 공시자료,『2006년 사업보고서』, 2007.3.30.

108) ㈜CJ 공시자료,『분할신고서』, 2007.7.10. ; ㈜CJ 공시자료, 『분할종료보고

서』,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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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요건을 충족시켰다.109) 

[그림10 : CJ 지분도]

   한편 자회사 CJ E&M(주)의 설립과정을 보면, 2010년 6월 (주)CJ

오쇼핑는 케이블TV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부 등을 잔존시키고 투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오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하였고, 분할 전 

㈜CJ오쇼핑의 자회사였던 온미디어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오미디어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1년 3월 ㈜오미디어홀딩스는 그 

자회사인 온미디어, CJ미디어, CJ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를 흡수합

병하여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지주비율이 낮아져 지주회사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CJ제일제당(주) 및 CJ GLS(주)(現KX홀딩스(주))

109) CJ제일제당(주) 공시자료『공개매수결과보고서』, 2007.12.28. ; CJ제일제당

(주) 공시자료, 『주요경영사항신고-최대주주변경』, 2007.12.31. ; CJ(주) 공시

자료,『반기보고서』, 20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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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기준, 상장회사는 볼드체로 표기, 단위: 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회사명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회사명
지
분
율


한
계
값

㈜CJ
오쇼핑

40.1 20

㈜슈퍼
레이스

98.8 39.6 8 　 　 　 　

㈜CJ
텔레닉스

100 40.1 8 　 　 　 　

㈜CJ
헬로비전

53.9 21.6 4

㈜CJ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100 21.6 4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100 21.6 4

㈜CJ헬로비전
신라방송

100 21.6 4

㈜CJ헬로비전
아라방송

100　21.6 4

㈜CJ헬로비전
영동방송

100 21.6 4

㈜횡성유선방송 100 21.6 4

㈜오트렌드랩 100 40.1 8 　 　 　 　

가 아시아나항공(주) 등 기업집단 금호로부터 現CJ대한통운(주)의 지

분을 20.08%씩 각각 인수하여 공동 자회사로 두고 있다.110) 추가로 

2011년 11월 CJ E&M(주)는 게임개발 자회사의 주식보유 및 게임개

발 자회사 관리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CJ게임즈(주)를 설립하였다.

나. 지분보유 현황

110) 공정거래법은 자회사나 손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지분보유를 금지하여 수직 

출자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손자회사의 정의상 자회사 두 곳이 손자회사 한 곳

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하는 경우는 금지되지 않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법의 맹점이라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에 대한 지분제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

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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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에듀케이션
즈㈜

94.8 38 8 　 　 　 　

CJ
건설㈜

99.9 40
동부산
테마파크㈜

50 50 16 　 　 　 　

CJ
시스템
즈㈜

66.3 40

㈜에이지
웍스

74.1 49.1 16 　 　 　 　

CJ파워
캐스트㈜

60 39.8 16 　 　 　 　

CJ
씨지
브이㈜

39 20

㈜디시네마
오브코리아

50 19.5 8 　 　 　 　

㈜시뮬라인 64.9 25.3 8 　 　 　 　

CJ포디
플렉스㈜

93 36.3 8 　 　 　 　

CJ
올리브
영㈜

100 40 　 　 　 　 　 　 　 　

CJ
이앤엠
㈜

39.4 20

㈜메조
미디어

51 20.1 8 　 　 　 　

㈜미디어웹 68.8 27.1 8 　 　 　 　

㈜아트
서비스

41.4 16.3 8 　 　 　 　

㈜폴라리스
엠넷

50 19.7 8 　 　 　 　

CJ게임즈㈜ 50 19.7　 8
㈜턴온게임즈 100 19.7 8

CJ아이지㈜ 100 19.7 8

CJ
엔지씨
코리아㈜

67 26.4 8 　 　 　 　

엔투
플레이㈜

51 20.1 8 　 　 　 　

CJ
제일
제당㈜

33.5 20

㈜원지 100 33.5 8 　 　 　 　

CJ
대한통운㈜

20.1 6.7 4

CJ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
터미널㈜

100　6.7 4

이앤씨
인프라㈜

100 6.7 4

CJ돈돈팜㈜ 60.9 20.4 8 　 　 　 　

CJ
씨푸드㈜

46.3 15.5 4 　 　 　 　

CJ엠디원㈜ 100 33.5 8 　 　 　 　

어업회사법인
신의도천일염

㈜
88 29.5 8 　 　 　 　

영우
냉동식품㈜

100 3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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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푸드빌
㈜

96 40 CJ엔시티 100 96 16 　 　 　 　

CJ프
레시웨
이㈜

51.6 20 　 　 　 　 　 　 　 　

케이
엑스
홀딩스
㈜

100 40
동석물류㈜ 50 50 16 　 　 　 　

CJ
대한통운㈜

20.1 20.1 8 　 　 　 　

[도표11 : CJ 지분보유 현황]

   지주회사 체제의 출자단계마다 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자회사 

단계의 평균 지분율은 66.6%, 상장 자회사의 경우 40.7%, 비상장 자

회사의 경우 92.5%이다. 손자회사 단계의 평균 지분율은 68%, 상장 

손자회사의 경우 35.1%111), 비상장 손자회사의 경우 73.5%에 달한다. 

상기 결과는 역시 지주회사 체제 내의 지분율 현황이 공정거래법상 

지분보유 요건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준에서 보았

을 때도 다르지 않다.

   또한 CJ대한통운(주)의 경우 계열회사 두 곳이 동시에 20.1%씩 

출자하고 있는바, 자회사 한 곳의 출자만으로도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요건은 충족됨에도 다른 자회사의 추가적인 출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아마도 자회사 한 곳의 지분만으로는 안정적

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상장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20%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율 

확보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CJ대한통운(주) 사례의 경우 현행 공정

거래법상 비수직형 출자 제한의 허점을 이용한 특수한 경우라 하겠

다. 

111) 참고로 CJ대한통운(주)의 경우 CJ제일제당(주)와 KX홀딩스(주)가 동시에 출

자하고 있는데, 상장 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 20.1%의 지

분율로 두 곳의 손자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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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 결

   이상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주요 대기업집단 다섯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데, 네 가지 행위제한과 공정거래법상 지

주회사 요건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최소지분보유 의무

                                      (2014년 9월 말 기준, 단위 : %)

구 분 한계값 SK LG GS 두산 CJ 전체

자회사

상장
지분율

20 35 32 50 55 41 42


비상장
지분율

40 85 81 90 100 93 90


손자
회사

상장
지분율 20 45 43 - 53 35 44

 4-8 25 13 - 22 16 19

비상장
지분율 40 84 87 77 84 74 81

 8-16 43 39 62 71 34 50

증손
회사

상장
지분율 100 - - - - - -

 4-8 - - - - - -

비상장
지분율 100 100 100 100 71 100 94

 8-16 31 18 50 34 18 30

[도표12 : 5대 대기업집단 지분율 요약 ]

도표12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분

율 현황을 요약한 자료이다. 상기 5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 모두가 상장회사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공

정거래법상 지분율 하한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었는바, 각 출자단

계에서 지분보유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보

유 요건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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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기 5개 대기업집단 외의 지주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지

주회사·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 보면 각각 

75.9%, 76.5%인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요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② 다단계출자 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다단계출자를 완전증손회사까지로 제한한고 

있다. 다만 두산의 경우‘15년 2월 기준 네오트랜스(주)라는 증손회

사 지분 42.8%을 보유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2년 12월 31

일부터 행위제한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두산건설 외의 주주와 

이해관계가 달라 지분을 매각하거나 100%로 매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SK의 증손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의 경우 손자회사인 SK종

합화학이 일본 석유화학회사와 50:50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

으로 공정거래법상 완전증손회사가 아니었다. 이는 2014년 1월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였다. 한

편 지주회사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일본 석유화

학 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완전증손회사의 예외로서 증손회사

를 두고자 하는 상황이다.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면 5개 대기업집단 모두 완전증손회사를 

최종 출자단계로 하고 있었으며, 일반 대기업집단은 평균 4.92단계

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

균 2.93단계에 불과하였다. 

   ③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

   상기 5개 대기업집단은 전체적으로 수직형 출자 구조로 구성되

어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정의상 두 개 이상의 자회

사가 동일한 지분율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로 인해 공동 출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CJ의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상장)이다. CJ대한통운은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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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CJ제일제당(상장)과 KX홀딩스(비상장)가 각각 20.1%씩 지분율 

보유하여 공동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④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

   SK, LG, GS, 두산, CJ의 부채비율은 각각 41.2%, 3.7%, 13.3%, 

67.3%, 14.2%이며, 평균 27.9%이다. 또한 지주회사 전체는 35.4%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인 200%에 상

당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대기업집단 전체 평균 부채비율은 

103.7%에 달한다.112)

   ⑤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 요건

   상기 다섯 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중 두산을 제외하면 공정거

래법상 지주비율 요건 및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 원 요건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무

의미하며, 지주비율 요건만이 실질적으로 행위제한 적용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제 4 장 지주회사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제1절 개 설

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 어떤 의

미를 갖는 것일까. 우선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를 단순·투명한 하향식 출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

11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7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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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 상호간 독립경영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고, 계열사 공동출자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아질 가능

성이 있다. 실제로도 일반 기업집단들은 복잡한 수평형·방사형·순

환형 출자가 복합된 거미줄식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집단

은 수직적 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다.113)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는 출자단계가 높아

짐에 따라 오히려 소유지분과 의결권 지분의 괴리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문

제는 여전할 수 있다. 즉 총수일가는 지주회사의 지분만 충분히 확

보하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114), 소위 지배소수주

주 체제를 합법화하고 경제력집중을 용이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지분보유 요건 등 각종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두고 있음은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지주회사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를 염두에 둔 각

종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공

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집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해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바, 특정 규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 도구인지는 별도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력집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문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동 행위제한이 

얼마나 효과적인 규제수단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SK, LG, GS, 두산, CJ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한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1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83, p.9 

1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83 : 참고로 지주회사 집단의 

내부지분율(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일반 기업집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4.4.1 기준, 단위: %)

구 분
총수일가 총수일가 이외

합계
총수 친족 소계 계열회사 기타 소계

지주회사집단(15개) 1.8 3.0 4.8 46.8 1.7 48.5 53.3
일반집단(25개) 2.1 1.7 3.8 49.3 2.4 51.7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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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제2절 지주회사 행위제한 검토

   1. 순환출자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적정성 검토

   각 행위제한별로 살펴보기 이전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일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먼저 생각해보겠다. 우리나라 기업집단 

자산총액 1위인 삼성, 2위인 현대자동차 모두 다수의 순환출자 고

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이며, 현대중공업, 롯데, 한화 등도 

마찬가지인데,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은 지주회사 산하의 계열

회사에만 적용되고 상기 순환출자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집단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기

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 경우 기업집단 LG에 속한 LG전자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 혹은 증손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최소지분보유 의무, 다단계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계열회사간 출자도 제한된다. 하지만 기업집단 삼성은 지주회사 체

제로 전환하지 않았는바, 그에 속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 혹은 세계 시장에서의 전자제품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높으며, 일반집중 혹은 시장집중

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성전자가 야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단지 지주회사 LG 산하의 자회사라는 이유만

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115) 

   물론 지주회사 산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모자회사간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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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

균적인 배당성향이 낮은 편임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116) 가령 기업집단 두산이 2015년 4월 지주

회사 지위를 상실하였는데도, 모자회사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로 예

상되는 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할 것이므로 두산 입장에서 지주회사 

제외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17)

   나.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지주회사제도가 유지됨을 전제로 각 행위제한을 보

완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예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제도와 같

이 별도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순환출자 기업집

단과 공통적으로 하나의 일반집중 규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내부거래

에 대한 통제,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가 그에 해당하나 이를 개선 

보완하여 공통적인 일반집중 법제를 고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일반집중 자체를 경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제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일반집중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또한 1947년 경쟁

법 제정 이래로 지주회사를 금지해오다가 1997년 일정한 제한 하에 

해금조치하였고,118) 2002년 경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관한 제한

115) 김선구 외, 註35, p.56 : 동 논문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유사

한 맥락에서 지적한 바 있다. 

116) 매일경제, “20대그룹 지배구조별 대상 성향”, 2015.1.5 : 다만 지주회사 체

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SK, LG, GS, 한화, 두산, CJ, LS, 금호아시아나, 동부, 

OCI, 효성, 동국제강, 미래에셋, 코오롱)의 배당성향은 59.3%로, 순환출자 형태

의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 현대, 현대백화

점, 영풍)의 배당성향 13.3%보다 4.5배 높다고 한다. 참고로 배당성향이라 함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117) News1, “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 제외”, 2015.4.27

118) 김건식 외, 註32, pp.46-52 일본 경쟁법 역시 1947년 제정 이래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전면 금지하고 해왔다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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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면 폐지되었다. 개정 경쟁법에서는 지주회사 형태 자체에 대하

여는 설립이나 전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

며,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지배력 집중 금지조항”을 통해 규

율하고 있다. 즉,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를 설립하거

나 그러한 회사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19)

   2.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

   가. 적정성 검토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이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

다. 부수적으로 소유지배괴리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보

이지만, 최소지분보유 의무의 제개정 내용이나 입법과정상의 논의

를 살펴보면 경제력집중 억제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필요성은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

한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해당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 행위제

한의 목적은 소수지배주주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해충돌 문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

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생각해볼 필요가 

년 지주회사의 전면 금지는 폐지하였다. 다만, 재벌 부활에 대한 우려와 일반집

중 규제의 이념에 따라 “사업지배력이 과도한”지주회사의 설립은 여전히 금지

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집단의 경우 일본 경쟁당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김건식 외, 註32, p.50.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는지 여부는 회사, 

자회사 및 이들의 지배를 받는 실질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하게 된다. 이러한 일군의 회사들이 (i)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존재하고 있고 이

들의 종합적인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경우, (ii) 자금과 관련되는 거래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큰 경우, 또는 (iii) 서로 관련성이 있

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서 가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지배

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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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일반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검토

   (가) 규제 목적의 정당성

최소지분보유 의무나 다단계출자 제한 등과 같은 방식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적절한 도구인지 생각해보기 이전에, 경제력집중

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동 

논문 제2장 제3절에서도 살펴보았듯, 일반집중은 기업이 규모의 경

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기에 그 폐해를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힘들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폐해가 심각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별개의 문

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결합·연결 재

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고 정부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금융기관

의 대출 심사가 사업의 수익성 보다는 정치권의 영향력에 따라 이

루어져왔으며,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무분별한 외형팽창을 추구

하였는바, 당시 경제력집중 억제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었

다.

하지만 결합·연결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로 인해 가공자본 형

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인 축소는 불가능해졌으며, 대기업집

단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제한되고, 기업의 대출에 대한 은

행과 시장의 감시기능도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는바, 차입경영을 통

한 지배력확장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120)

또한 상기 견해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주주

와 소수주주의 대리인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 경

120) 김선구 외, 註35, 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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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집중 억제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렇다 하더

라도 일률적인 출자규제가 합리화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를 가하기 전에,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설령 규제의 필

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과 경제력집중에 따른 패해의 경중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규

제의 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행위제한 기준의 임의성

공정거래법이 설정한 최소지분보유 의무가 왜 상장회사에 대해

서는 20%,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40%이며, 다단계출자는 왜 완전

증손회사까지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입법과정상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 힘들었다. 행위제한의 기준이 꼭 현행 공정거래

법상 기준이어야만 일반집중의 문제가 통제되는 것인지, 동 기준이 

임의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동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리인 비용의 관점에서 제시한 사

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고, 그 외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 규제의 획일성

   우선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은 사전적이고 획일

적인 규제로서 투자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인 규제방식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계열사를 포함한 다

른 회사에 출자하는 이유는 계열사간 피라미드 출자 또는 순환출자

를 통회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

지만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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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생산적 투자의 목적도 있다. 현재의 최소

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은 위와 같은 생산적 성격의 투

자마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가령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증손회사가 

고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

나의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사업군이 다른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자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력 사업회

사는 손자회사에 포진하게 되는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행위제한으로 인해 경영전략이 상당히 제한받게 된다. 다만 

외국법인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예

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국내투자의 경우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가 

남는다.

한편 두산의 증손회사 네오트랜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

당 회사의 주주간 계약관계로 인해 주식의 추가 취득 혹은 처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사회 운영 

등 경영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으로 두산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완전증손회사 규제 위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가령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121)인 경우 공정거래법은 최소지

분보유 의무를 20%까지 완화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기본적인 취

지를 증손자회사 단계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이 경우 공동출자법인의 정의 또한 재검토해야 할 것이

다. 

   결국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행위제한의 획일성이라는 문제점을 

121)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

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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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회사나 공동출자법인과 같은 예외를 통해 완화하는 수준

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는 현실의 다양한 

출자 혹은 투자수요를 포괄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령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닌 국내증손회사 혹은 증손회

사 단계에서의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추가로 과거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요건으로 사업관련성을 두

고 있었는데, 해당 요건은 2007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관련성의 입법취지는 일반집중 억제의 관

점에서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사

업의 포트폴리오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

항이지 정부가 선험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다각화

를 금지할 것은 아닌 것이다. 

   (라) 해외법인에 대한 규제의 흠결

지주회사제도의 자회사, 손자회사, 완전증손회사는 국내회사로 

제한되는바,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동 논문에서 제

시한 대기업집단의 지분도는 국내 계열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각 기업집단의 해외법인까지 포함하면 기업집단의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지배력 확장은 해외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해

외법인을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경제력집중 억제를 기본적인 규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규제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의 흠결로 인하여 오히려 탈법행위가 조장될 

우려도 있다. 가령 국내 자회사가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하고 그 해

외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에 출자할 경우, 동 사안에 대해 최소

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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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처벌조항(공정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외법인 설립을 어디까지 탈법행위로 규율할

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입법자의 실수로 혹은 법집행의 현실적인 한계상 불가피하

게 해외법인의 경우도 예외로 남겨진 셈인데, 기업의 상행위가 국

제화되었으며, 설립지부터 시작하여 관할과 준거법까지 기업이 선

택할 여지가 커진 현시대에 비추어 지주회사 행위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라 생각 된다.

   (2)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검토

   

   공정거래법상 설정된 최소지본보유 의무와 다단계출자 제한이 

대리인 비용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라는 합리적인 정책

적 판단 하에 설정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상장 (손)자회사에 

대해 20% 이상,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해 40% 이상이라는 수치나 

혹은 완전증손회사까지로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논리에 근거

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는 일반집중의 관점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다. 

   가령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

지는 세 번의 출자가 각각 30%, 80%, 100%인 경우와 40%, 40%, 100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값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24%, 후자는 16%가 되어 전자의 경우가 소유지배괴리

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보유 의무 

위반이 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이 경우 일반집중의 관

점에서도 모자회사간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위

험할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듯하다. 

   다른 사례로,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 → 

고손회사”로 이어지는 4번의 출자가 각각 40%, 50%, 100%, 100%라

면 지주회사의 고손회사에 대한 값은 20%가 될 것인데, 현행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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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 한계값인 1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 과

연 고손회사 출자를 금지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역시 100% 출자인 경우 사실상 하나의 회사 내에 사업부를 두는 경

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경제력집중의 억제 관점에서도 100% 

고손회사를 금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SK, LG, GS, 두산, CJ의 지주회사 실태에서 살펴보았듯,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보유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의 지분구

조를 갖고 있다(도표12 참조). 각 출자단계에서 지분보유에 대한 판

단은 해당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지분보유 결정에 어떤 실

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보유 의무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출자지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지배주주의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

의 괴리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규제의 획일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투

자도 저해될 수 있을 뿐더러, 순환출자 기업집단과의 차등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나. 개선방향

   

   (1) 일반집중의 통제

   우선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일반집중 폐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순환출자 기업집단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더 큰 기업에 

출자규제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출자제한 기

준이 획일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도 제한된다는 점, 각

종 예외조항으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 문제가 나온다는 점, 해외법

인을 통해서도 경제력집중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최소지분

보유 의무나 다단계출자 제한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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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 필요성, 규제 방식 모두가 문제가 되

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험적인 판단에 따라 출자규제 대상을 획일적

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집중 자체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경쟁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일반집중 억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살펴보았듯 적어도 순환

출자 기업집단과의 형평 차원에서 통합된 일반집중 억제 제도를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에 대해서도 순환출자 기업집단과 동일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대리인 비용의 통제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은 출자가 오히려 제

한된다는 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의 모자

회사간 출자 현황이 법상 행위제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행 최소지분보유 의무와 다단계출자 제한과 같이 지분

구조를 사전적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판단된

다. 

   (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를 기준으로 한 출자규제

   만약 단기적인 과도기의 정책으로서 지분보유 요건을 불가피하

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분보유 요건을 유지하되 보다 유연

한 틀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배주주의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의 괴리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122)

122) 김선구 외, 註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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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배주주의 경제적 권리(각 출자단계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값)와 의결권의 차이가 법률로 설정한 한계값 혹은 의결권승수

(의결권 지분을 경제적 권리인 로 나눈 값)를 출자의 기준으로 삼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법이 정한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승수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순환출자 기업집단도 함께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으로 정한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승수 자체를 달성하

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면, 이를 일종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졸업요

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즉 소유지배 괴리 관련 법정기준

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보유 의무나 다단계출자 제

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요건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

한 방식이다. 2005년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6조 원 이상 기업집

단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동일인 및 그 친족에 대한 소유지배괴리도

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배 이하인 기업집단의 경우(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호 ; 2005.3.30. 대통령령 제18768호 

2005.4.1. 시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사의 책임 법리 보완

   장기적으로는 지배소수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

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 설계를 함으로써 상법의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법리가 기업집단 내에서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행

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일례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지배주주 스스로가 배상해주어야 한다

는 사실을 사전적으로 명백히 인지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의 사익추

구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동 논문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 대리

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은 지분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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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들에게 분산되는 반면 그로 인한 편익은 지배주주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손해라는 

외부화된 비용을 지배주주의 경영판단에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판례123)를 통해 지배주주(모회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제3자의 부주의·과실·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지배주주와 같은 그림자이사(shadow 

director)나 모회사의 경영진 등을 포함한다. 특히 모회사 자신이 소

위 회사이사(corporate director)로서 일종의 그림자이사로 간주되어 

이사로의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124)

   한편 독일의 콘체른(Konzern) 법리125)나 이탈리아의“Theory of 

Compensatory Group Advantages” 법리는 지배회사가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된 종속

회사 자체의 손해 혹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는데,126) 이 역시 지배주주의 경영행위에 따라 

123) Sinclair Oil Copr. v. Levien 280 A.2d 717 (Del.1971) : 동 판결은 지배

주주인 모회사의 신인의무(충실의무) 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거래와 

같이 모회사가 지배력을 행사하여 모회사 자신은 이익을 보는 반면 자회사 혹

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불이익을 보는 이익충돌의 상황에서는  경영판단의 원

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아닌 내재적 공정성 기준(Intrinsic Fairness)을 

적용하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피고 행위

에 합법성은 추정되는 반면, 내재적 공정성 기준이 적용될 경우 피고가 높은 수

준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책임 추궁이 용이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안에서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를 피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회사의 과도

한 배당행위로 자회사의 소수주주 자신 또한 이익을 본 것이므로 자기거래가 

아니라 하였다.

124) 김건식, 송옥렬, 노혁준, 註32,, pp.28-38 

125) 유진희,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지주회사의 규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7.25., p.100

126) 김건식, 송옥렬, 노혁준, 註32,, p44, p.55 ; Pierre-Henri Conac, Luca 

Enriques, Martin Gelter, “Constraining Dominant Shareholders' 

Self-Dealing: The Legal Framework in France, Germany, and Italy”, 

『ECFR』,2009.4, pp.503-505 : 참고로 동 논문은 미국법을 지향점으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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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내부화하는 기능을 한다. 제2장 제2

절에서 살펴본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모두에

게 분배시킴으로써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내부화하는 측면

이 있다.

   3.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완전증손

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 동 규정은 지

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를 수직적 관계로 단순·투명하게 하여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를 줄이고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간 이해상충 소

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 적정성 검토

   (1) 대리인 비용의 관점에서 검토

   우선 비수직형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라 생각된다. 피라미드 출자는 기본적으로 소

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지주회사 체제 하에

서는 순환출자 혹은 교차형 피라미드 출자로 구성된 기업집단과 달

리 수직형 출자만이 허용되므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점 때문에 피라미드 출자의 구조적 문

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단순한 예로 지주회사 A 산하에 자회사 B와 C가 있으며, A

기존 비교법적 연구 경향을 경계하며, 미국법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법 시각에서 친근하지 않아 주목 받지 못해온 대륙법계 국가들(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자기거래 법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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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와 C에 대해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자회사 

상호간 출자가 허용된다면 A는 C의 지분을 20%만 확보하고, B를 통

해 C의 지분 20%를 확보하면 A의 C에 대한 의결권 지분은 40%로 

동일하게 된다. 이때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된 경우 C에 대한 의결권

승수는 1인 반면, 자회사간 출자가 허용될 경우 C에 대한 의결권 승

수는 40%/(40%*20%+20%)이 되어 1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자회사의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상법 제401조의2에 따

라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수직형 출자

의 경우 지분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비교적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반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검토

   한편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은 일반집중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될 경

우, 출자를 통한 부실 계열사의 지원이 매우 힘들어진다. 지주회사 

체제 하의 자회사간 출자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자금사정이 

좋은 자회사가 배당을 늘여 모회사가 그 배당금으로 부실 자회사에

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 금액이 자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므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부

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량 계열사

로부터 부실 계열사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량 계열

사에서 2,500억 원을 배당해야 지주회사는 확보한 배당금으로 부실 

계열사에게 1,0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지원이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

다.127)

127) 김선구 외, 註35,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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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은 대리인 비

용의 관점이나 일반집중의 관점 모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 규제

라 생각된다. 다만 이미 지적하였듯 순환출자 기업집단에는 해당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여타 지주회사 행위제한과 마찬가지로 형평

의 문제는 있다. 

   지주회사 산하 계열회사에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은 

일련의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최소한의 한

도에서 행위제한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일체

에 대해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한 행위제한만

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것인바, 동 행위제한이 그 중 하나가 아닐

까 생각된다.128)

   4.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할 경우, 자기자본이 100인 

회사는 부채 200을 조달하여 최대 300만큼을 자회사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여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대리

인 문제를 심화시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부채가 전혀 없는 회

사라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 제한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문제

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은 결국 레버리지를 통한 지배력 확

장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 2월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을 당시 동 행위제한의 입법과정상 경제력집중 억제가 주

요 규제 목적이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일반집중 

128) 유사한 취지로 유진희, 註125, 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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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관점에서 부채비율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일반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적정성 검토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에는 관치금융, 대마불사의 관행, 결합⋅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 은행의 형식적 대출심사 등으로 인해 대규

모 부채조달을 통한 외형팽창 정책이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던 

시대였는바, 당시에는 부채비율의 축소가 정당한 정부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었다.129) 참고로 1999년 말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평

균 218%에 달하였다. 

   

[그림11 : 지주회사 부채비율 변동추이]130)

   하지만 외형적 팽창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적어진 현재, 부채비율

의 축소 자체는 정책 목표로서의 타당성이 낮아졌다. 이미 언급하였

듯 SK, LG, GS, 두산, CJ의 부채비율은 각각 41.2%, 3.7%, 13.3%, 

67.3%, 14.2%로 평균 27.9%이다. 또한 지주회사 전체의 부채비율 평

균은 35.4%에 불과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129) 김선구 외, 註35, p.139

13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註7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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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기업들에게 있어 부채조달을 

통한 단순한 외형팽창은 더 이상 매력적인 전략이 아니며, 기업 스

스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추가로 그림11에서 보듯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

환한 대기업집단의 경우 그 추세가 더욱 명확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은 사실상 큰 의미를 잃었다. 

   한편 지주회사의 수익은 배당인데 배당률이 통상 금리수준을 하

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무리한 부채조달은 지주회사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규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31) 

   나.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대출심사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개선되었

으며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재무구조를 관리한다는 점, 과거 관치

금융이 심각하였던 1990년대와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현격하게 감소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부채비율 자체는 일반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정책목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실적으

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200%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1) 유진희, 註125,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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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

   가. 적정성 검토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50%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

상일 경우에 한하여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입법자는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지주회사의 경우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낮다

는 판단 하에 이를 행위제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14년 9월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전체의 61%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평균은 4조 2,78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132)

   추가로 지주회사 해금 직후 2000년 12월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

반지주회사는 18개였는데, 절반 이상이 자산총액 3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였다는 점도 이미 살펴보았

다.133) 참고로 당시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은 300억 원 이상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경제력집중과 무관한 중소규모 지주회사들

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경제력집중의 억제 우려가 낮은 중소형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각종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문제가 

되는 경제력집중의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에 행

위제한 적용대상을 정의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지주회사 체

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이 4조 원 

13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註74

133) 공정거래위원회, 註65,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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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주회사 자체의 자산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이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의 기준과 동일하게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주회

사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6. 소 결

   가.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개선

   최소지분보유 의무, 다단계출자 제한의 획일성으로 인해 현실의 

복잡다단한 투자수요를 규율하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

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준도 지분현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짐을 살펴보았다. 

   이에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승수를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하여 

최소지분보유 의무나 다단계출자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

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유지배괴리 지표 자체를 규제목표로 

설정하거나 혹은 소유지배괴리 지표가 일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

주회사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졸업기준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위 재벌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경제력집중과 투명하지 못

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해왔는바,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은 동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에 대한 

내외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되며 정책목표로서 기능이 퇴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부채비율 현황에 비추어보면 현행 

행위제한 기준은 강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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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의 전제요건으로서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의 경우 지

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중소지주회

사까지 모두 행위제한의 대상이 되는바 과잉규제가 아닌가 생각된

다.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

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장기적인 방향

   이상의 행위제한을 보완해감에 있어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은  

지주회사 체제에만 제공되는 각종 세제상 혜택에 대비하여 순환출

자 기업집단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것이다. 기본적

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유지됨을 전제로 행위제한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제도와 같이 별도의 대기업

집단 정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순환출자 기

업집단과 공통적으로 하나의 일반집중 규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반집중 자체의 폐해나 규제방법에 대해 이견

이 많은 상황에서 일반집중 자체를 규율할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의 주요 국가134)처럼 일반집중이 시

장집중으로 발현될 때 그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경쟁법으로 다

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경제력집중 억제

를 위한 일반 경쟁법상 법리로 부당지원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 제도의 법리

적 한계점,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법집행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35) 

   더불어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영행위에 수반되는 비

134) 김건식 외, 註32, pp.27-62 참조 

135) 이호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법적 규제의 유용성과 한계”, 『법학

논총』, 제24집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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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배주

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지배주주 스스로가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적

으로 명백히 인지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은 줄어

들 것이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대표소송 및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용이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독일의 한편 독일의 콘체른(Konzern) 법리나 이탈

리아의 Theory of Compensatory Group Advantages 법리처럼, 계열

사 상호간 손해 전보제도를 운영한다면, 지배주주가 임의적으로 일

방에 유리한 내부거래를 하는 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제 5 장   결 어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피라미드 출자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지주회사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있어 얼마

나 정합성 있는 도구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를 규율하는 데 있어 지주회사제도를 입법취

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생

각해보았다. 

   피라미드 출자의 문제점으로 대리인 문제와 경제력집중이 일반

적으로 논해지는바, 우선적으로 피라미드 출자의 의미와 특성, 출현

빈도, 문제점을 통해 대리인 문제 측면을 검토해보았다. 영미권 국

가를 제외하면 소유가 분산된 경우보다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

우가 일반적임을 살펴보았고, 피라미드 출자는 소유권보다 더 큰 지

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자



- 116 -

단계가 높아지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대

리인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피라미드 출자 자체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일반집중의 측면에서 피라미드 출자가 갖는 위험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았다. 일반집중 자체는 경제학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현상인 까닭에 그 자체의 폐해가 무엇인지

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

착, 관치금융을 기반으로 일반집중 형성되었고, 결과적으로 외환위

기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은 뚜렷한 편으로 보

인다. 또한 시장집중으로 이어져 각종 경쟁제한적 행위를 유발할 우

려가 없지는 않은 까닭에 한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일반집

중 억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결

국 폐지되었고 동 사례가 말해주듯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설립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1999년 2월 설립금지가 해제

되었는데, 피라미드 출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우려하여 ① (손)자회사 

최소지분보유 의무, ② 다단계출자 제한, ③ 비수직형 출자의 제한, 

④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등의 행위제한이 부가되었다. 또한 각 

행위제한의 전제조건으로서 ⑤ 지주회사 지주비율 및 자산총액 요

건도 있다. 상기 네 가지 행위제한과 그 전제조건에 대하여 주요내

용과 입법과정, 문제의식 등을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 및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대기업집단(SK, LG, GS, 두산, CJ)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지분보유 의무, 지주회사 부채비율,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준보다 훨씬 상회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행위제한이 실질적인 규제로서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다단계출자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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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투자행위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반면 다섯 

개 대기업집단 모두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지위 요건 관련하여서는 자

산총액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행위제한 적용대상이 불필요하게 넓

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입법취지와 운영 실태를 바탕

으로 행위제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정합성 있는 규제인지,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최소지분보유 의무 및 

다단계출자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지배 괴리 지표를 활용하여 

규제의 획일성을 보다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한편 부

채비율의 경우 일반집중 억제의 정책목표로서 의미가 퇴색되었고,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였다. 반면 비수직형 출자 제한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일반집중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

사 지위 요건인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경우 일반집중의 우려와 무관

하게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었는바, 자산총액 기

준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였다.

   추가로 순환출자 기업집단과 비교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부가되는 모양새인바,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집중 억제 정책을 하나

로 통합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되었다. 또한 일

반집중의 폐해나 규제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

리 일반집중을 규제하기 보다는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처럼 구체적

인 경쟁제한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회사법상 책임 추궁 제도가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작

동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지배주주

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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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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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tarts from identifying problems of the stock 

pyramiding in two aspects, which are the agency problems and the 

general concentration. Additionally,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more appropriate solution to regulate those problems. During this 

process, the effectiveness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examined, which is designed to control the corporate group. 

   In this study, a systematic problem in pyramidal corporate 

groups is presented. That is, as the tier of the stock pyramiding 

elevates, the agency costs increase at a sharply increasing rate. 

On the other side,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stock pyramiding 

and the general concentration exists.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holding company group arose after 

permitting the incorporation of the holding companies since the 

February of 1999. After review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such 

regulations, it is demonstrated empirically whether each of the 

regulations operate properly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ve 

purpose.

   SK, LG, GS, Doosan, and CJ converted their shareholding 

structure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and all those groups 

maintain a higher level of ownership or debt-equity ratio far 

above the ones enforced by the competition law. It seem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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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group chooses its shareholding or financial structure on its 

own discretion irrespective of the compulsory rate. And it is 

thought that the holding company regulations except for the 

vertical shareholding restriction have neither substantial nor 

practical effect on both aspects of the agency cost and the 

general concentration.

   The holding company regulations should be allowed to the 

extent of its advantages which make the shareholding structure 

transparent. Furthermore, other restrictions which turned out to be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ineffective should be amended or 

repealed. For example the voting rights multiplier could be a 

substitute criterion for the compelling stock ownership above the 

stipulated rate.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n the 

capital contributions below the third tier company or the obligation 

of maintaining the holding company's debt-equity ratio below 200% 

should be abolished.

   Along with that, when improving the corporate law, it is 

significant to design a legal system which imposes agency costs on 

the management themselves, including a dominant shareholder and 

shadow director, so that the management could b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y cannot make any private benefits by a distorted 

business decision. Furthermore, the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roups of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Konzern doctrine and 

other general remedies of the corporate law, such as duties of 

directors which is widely applied in common law countries have 

critical implications on the legal system of Korea.

   As a long-term policy, abolishing all restrictions on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reasonable. Major countries impose restrictions 

on the corporate groups only when a market concentr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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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ed rather regulating general concentration itself structurally 

from an ex-ante point of view. 

Key words : Pyramid, Holding Company, Large Corporate Group,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gency Cos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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