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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2011년 상법 제462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상법에서도 물배당을 명시 으

로 허용하게 되었는바, 이 논문에서는 물배당의 형태를 배당을 체하는 의

미의 물배당과 기업조직재편(특히, spin-off 분할)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물배당

으로 나 어 두  아래에서 문제되는 쟁   세법  쟁 을 검토하고자 하

다.

  첫 번째 부분은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하여 살펴보았다. 물배당의 효

용성과 련하여, 미국에서 이익배당과 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Free Cash Flow 

hypothesis는 물배당에 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물배당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회사의 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회사가 이 부족한 경우에 물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는 용될 수 없다고 단된다. 한편, 물배당과 

다른 제도(주식배당,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물상환 등)와의 구별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는데, 특히 주주우 제도와 물배당의 경계가 문제가 될 것인바, 기본 으

로는 개별 인 사항에 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 상법에서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을 실시하기 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정 의 규정이 있을 것, 주주총회의 결의 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주주평등의 원칙을 수할 것 등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결정권한과 련하여, 이사

회에 물배당 결정권한을 임할 수 있도록 한 행 상법 규정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배당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권한에 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배당의 상과 련하여서는, 독일에서 동일

한 물이라도 주주들에 하여 이용가능성이 다른 물을 배당하는 것은 주주평등

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들의 물에 한 객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개별 , 주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주평등

의 원칙 반 여부를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나아가, 자기주식  배

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물배당이 가능하지만, 특정목 에 의하여 취

득한 자기주식은 물배당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되고,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주

식에 하여도 물배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의 가치평가에 하여 보건 ,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이루어

지는지 단하는 문제는 물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

제되는 경우에는 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트는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에 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Information hypothesis를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행 상법상 인 분할 제도에 더하여 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을 허

용함으로써, 일반 인 분할의 경우에는 상법상 인 분할의 차를 거치고, 배당가능

이익의 규제를 받지만 비교  간이·신속한 분할을 할 경우에는 spin-off 분할 차

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  two track의 차  선택권을 부여하여 조직

재편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을 함에 있어서, 일부의 주주들에게는 자회사주식

을 물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는 기타의 물을 배당하는 것도 기

업조직재편의 방법을 다양화, 유연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

우 소액주주의 축출(squeeze-out)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부 합병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채권자보호 차와 련하여, spin-off 분할에 하여 일반 인 인 분할에 용되

는 채권자보호 차를 용하여 제도  정합성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 문제되나, 배

당재원규제와 인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 차/연 책임 규제는 모두 채권자보호를 

한 제도로서 이를 첩 으로 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배당재원규제를 받

는 spin-off 분할에 채권자보호 차/연 책임 규제를 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고, 

spin-off 분할을 비교  작은 규모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간소한 차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트는 물배당에 한 과세에 하여 살펴보았는데, 특히 spin-off 분

할은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 등 정  효과가 있고, 회사의 단순한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spin-off 분할(특히, 물출자 + 물배당 형태

의 spin-off 분할)에 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태는 행 

격인 분할 과세특례규정에 이를 명시 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미국과 같이 면

으로 spin-off 분할에 한 과세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행 물출자에 한 

과세특례규정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유

지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배당은 제도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충분함에

도 불구하고, 재 그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 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배당에 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주요어 : 물배당, 이익배당, 기업조직재편, spin-off 분할, 인 분할, 물 분할, 채



권자보호, 과세특례, 리인비용, 정보불균형

학번 : 2008-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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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11년 상법 제462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상법에서도 물배당을 명시 으

로 허용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물배당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에 하여 견해가 

립하고 있었고, 실 으로는 물배당이 실시되지 않아 물배당에 한 연구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물배당 제도에 한 

반 인 연구를 목 으로 하고, 그에 더하여 물배당을 활용한 기업조직재편에 

하여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제로서, 물배당의 목 과 련하여 크게 두 분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배당을 체하는 의미의 물배당이다. 물배당도 이

익배당의 일종이고, 단지 그 상이 인지 물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의 물배당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을 처분하여 으로 배당하는 등 

재무 리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 리의 자율

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1). 이러한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은 

배당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에서 규율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본 장에서

는 이러한 에서 물배당을 논의하도록 한다. 물배당의 두 번째 형태는, 기업

조직재편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분할형 기업조직재편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spin-off' 분할이 인정되고, 이러한 분할방법을 실행하기 하여는 물배

당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은 주주들에게 회사

의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하여 기업조직을 분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

당은 본래 의미의 물배당과는 그 목 과 취지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 규율방식도 

달라야 하는지 문제되나, 2011년 개정상법은 물배당을 일반 인 이익배당의 일종

으로 규율하는 한편,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을 규율하기 한 특별한 규정

을 두지 않아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이 허용될 것인지, 허용되

는 경우에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 (특히, 주주  채권자의 보호 문제)을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그 실질  이용태양에 따른 분류로써, 

행 상법상 그 요건·효과에 있어서는 일 된 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단된다.

  본고에서는 와 같은 물배당의 두 가지 을 모두 아울러 연구하고자 한다. 

먼 , Ⅱ.항에서는 이익배당으로서의 실시하는, 즉 배당을 체하는 의미의 

물배당에 하여 살펴본다. 물배당의 기능, 타 제도와의 비교, 외국 입법례를 살

1) 곽관훈, 현물배당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33권 1호(통권 82호), 2014, 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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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으로써 물배당 제도의 반 인 사항을 연구한 후 구체 으로 물배당의 

상, 물배당의 가치평가 문제, 물배당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문제, 법한 물배

당의 효과와 련한 구체  쟁 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Ⅲ.항에서는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에 하여 본다. 행 상법 

하에서 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의 허용가능성, 차를 알아본 후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 분할 차와의 제도  정합성에 하여 본다. 제도  정합성과 

련하여 특히 채권자 보호가 문제되는데, 일반 인 인 분할제도에서 인정되는 채

권자 보호방안 등과 차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도 

채권자 보호 등이 도모된다고 평가할 것인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Ⅳ.항에서는 물배당에 한 과세 문제에 하여 살펴본다. 회사가 

어떠한 재무  행 를 하는 경우 그에 한 과세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 가 되거나 

그 반 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어떠한 과세특례 등이 용되는지 연구하고자 한

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에 과

세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제2장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

  제1  물배당의 의의

    1. 물배당의 의의  허용 여부

       회사의 리성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분배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

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의 가장 본질 인 내용이므로 정 에 의하여 이를 완

히 배제할 수 없다2). 이러한 의의 이익배당에는 의의 배당, 물배당, 주

식배당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상법상 물배당이 허용될 것인지는 논란이 있어 왔

다. 

       물배당이란  이외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하는 배당을 말

한다3). 2011년 상법 개정 이 에는 주식배당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2)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p.1163/다만,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제19판, 박영사, 2011, p.1075

에서는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오늘날 절대적인 주주의 고유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이익의 사내유보 등을 위하여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본다.

3) 송옥렬, 전게서, p.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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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배당만이 가능하고 기타의 재산으로 하는 물배당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4). 다만 2011년 상법 개정 에도 특별법으로 물배

당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3항[구 한국산업은행법

(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3조 제3항]은 한국산업은행이 

이익 을 물로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5). 과 물의 본질 인 차

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배당을 지할 특별한 정책 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비 에 따라 2011년 상법 제462조의4가 신설되었고,  조항은 회사가  이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의 기능에 한 고찰

      가. 일반  이익배당의 기능에 한 논의

        미국에서는 배당정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회사

가 왜 배당을 하여야 하는지, 주주들은 왜 배당에 심을 가지는지에 하여 명확

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고, 마치 퍼즐과 같다고 한다6). 이와 같이 회사가 배당을 실

시하는 원인 내지 배당의 기능을 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보이나, 

재까지 미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로 3가지의 에서 이익배당의 기능이 설명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 , 배당정책을 설명하는 이론 에 다른 마찰이 없는 세계에서 회사의 

투자 정책이 일정한 경우, 회사의 배당정책은 주주의 부와 아무런 연 이 없다는 

견해이다(Modigliani-Miller theorem)7). 이에 반하여, 두 번째 으로, 배당정책이 

4)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3판, 박영사, 2015, p.961/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p.583

5)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8판, 박영사, 2015, p.1147. 한편, 위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한국산업은행 시행령 제29조는 한국산업은행이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

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6) Black, Fischer, The Dividend Puzzl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1976. 위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미국에서 보통 이익배당에 대하여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 및 주주들은 배당

을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하는 점, 투자자가 배당이 아닌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나, automatic share repurchase plans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왜 회사가 배당을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배당은 경영진들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전망과 실제가 다른 경우 결국 회사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주가

가 되돌아오는 점에서 이것 또한 왜 회사가 배당을 하는지에 관한 답이 될 수 없는 점, 배당을 늘리는 것이 

주주들에게 유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마냥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로서는 배당을 줄이는 것이 자금을 확보하는 저렴한 방법인 점, 주주들 사이에도 배당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어떤 주주들이 배당을 원하고 어떤 주주들이 배당을 원하지 않는

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회사가 배당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한다.

7) 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ies around the World, NBER Working Paper no.6594, 1998, p.3

    이 이론은 어떤 기업의 평균 자본비용은 자본 구조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제1명제)(Modigliani, 

Franco/Miller, Merton,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48, 1958, p.268~269)에 서 있는데,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배당비율은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점, 주가에 대한 배당의 영향은 다른 원인들과 섞여 있어 배당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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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자의 정보를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배당은 

회사의 장래의 흐름을 측할 수 있도록 시그 을 다는 견해인데, 배당을 실

시할수록 회사의 장래의 흐름 는 수익률이 증가할 것을 측할 수 있다는 것

이다(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8). 세 번째 은, 회사 경 진의 리인 

비용과 련된 이론이다. 자유로운 흐름(free cash flow)이란, 재 회사가 순수

익 가치를 지닌 로젝트에 모두 투자하고서도 남는 흐름이다. 회사의 경 진

은 그들의 회사를 정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인센티 가 있는데, 회

사의 성장은 경 진의 컨트롤 하에 있는 자원들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경 진에 한 보상 한 증가하기 때문이

다. 한, 회사는 간 임원들에 한 보상으로 보 스 보다는 승진을 시켜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 진에게는 회사의 조직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자리를 창출하

고자 하는 인센티 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센티 로 인해 회사의 경 진은 수익이 

나지 않는 로젝트에 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을 주

주들에게 배당함으로써 경 진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 진이 새로운 자본을 얻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한 감독·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Free Cash Flow hypothesis)9).

없고 배당은 회사의 장기간의 수익기대에 대한 대리역할을 하는 점, 배당정책과 레버리지는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배당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견해이다(Modigliani/Miller, 전게논문, p.287~288). 위 이론은 세금, 파산 비용, 대리인비용, 비대칭 정보

가 없는 효율적인 시장 상황 아래의 회사를 가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lack이 배당정책은 퍼즐과 같

다는 취지의 주장도 배당정책의 명확한 원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위 이론과 유사하다고 보인

다[이에 반하여, 회사는 극도로 고안된 배당정책을 실시한다는 견해(Lintner 1956)도 있다고 한다(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3).]. 

8) Bhattacharya, Sudipto, Imperfect information, Dividend Policy, and "the bird in the hand" Fallacy,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1979, p.259~263

    그 이외에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를 주장한 학자들로는 John and Williams 1985, Miller and 

Rock 1985, Ambarish, John, and Williams 1987 등이 있다고 한다(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3).

    이 견해는 몇 가지 전제를 들고 있는데, 첫째, 주주들이 회사의 수익률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주들의 투자기간은 회사의 존속기간 보다 짧다는 점, 둘째, 주주들에게 있어서 배당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

세되어 자본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주주로서는 배당을 현재 받는 것을 주저한다는 점[그러

나 2003년부터 IRC §1(h)(11)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qualified dividend rules)에 대하여 자본소득세율

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Block, Cheryl D., 

Corporate Taxation 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0, p.145), 그렇다면 그만큼 시그널비용(signal 

costs)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을 그 전제로 한다(Bhattacharya, Sudipto, 전게논문, p.259). 배당이 회

사 내부자의 회사의 장래 퍼포먼스에 관한 예측에 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나 회사가 현재의 수익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익을 포기하

는 비용 측면에서 ‘시그널비용(signal costs)’이 발생하게 되는데, 적어도 배당의 시그널기능의 효율성이 그 비

용을 능가하는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는 반면 최근에는 배당의 

변화가 회사의 장래 수익향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DeAngelo, DeAngelo and 

Skinner 1996/Bernartzi, Michaely, and Thaler 1997)도 있다고 한다(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3).

9) Jensen, Michael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776, 1986,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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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이익배당정책에 한 논의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본고의 서술 범 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므로 자세하게 논

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략하게 검토해본다면, 이론 ·실증 으로 이익배당을 실시

하는 것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고, 배당을 실시한 이후 그 배당을 순차 으로 늘

리는 것도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10). 그 다면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부에 향이 없다는 견해(Modigliani-Miller 

theorem)는 찬성하기 어렵다. 특히,  견해는 세 , 산 비용, 리인비용, 비 칭 

정보가 없는 효율 인 시장 상황을 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 으로 회사

에 한 투자  배당에 하여는 다양한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는 에서 그와 같

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 내부

자들이 회사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달되는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 회사 경 진에 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리인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Free Cash Flow hypothesis)

고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  각 이론은 미국에서 발 한 것이지만, 그 논리  근거

에 비추어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도 충분히 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11). 물론,  

    그 이외에 Free Cash Flow hypothesis를 주장한 학자로는, Easterbrook 1984, Fluck 1995, 1998, Myers 

1996, Gomes 1996 등이 있다고 한다(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3). 

    이 견해에서는, free cash flow의 대리인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진들이 지속적인 배당을 약속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

진들이 장래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지키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control hypothesis’ 

for debt creation).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진이 배당 약속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는 free cash flow의 대리인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면 부채에 

따른 대리인비용 문제 또한 발생하므로, 적정한 부채-주식 비율은 부채의 한계비용이 한계수익을 상쇄하는 포

인트가 될 것이며, 이러한 부채의 통제기능은 현금흐름이 적고 투자할 프로젝트는 많으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반면, 많은 현금을 창출하면서 적은 성장기회를 가진 기업에 대하여 

잘 기능한다고 한다(Jensen, Michael C., 전게논문, p.324). 이에 따라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거래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레버리지를 감소시키는 거래는 주가를 하락시키며, LBO 등 현금과 부채를 통한 기업인수는 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업인수 보다 더욱 더 많은 이익을 가져준다고 한다(Jensen, Michael C., 전게

논문, p.328).

    한편,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와 Free Cash Flow hypothesis에 관하여, Tobin의 평균 Q를 이용

하여, 평균 Q가 1보다 큰 기업은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평균 Q가 1보다 작은 기업

은 과투자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Free Cash Flow hypothesis는 배당의 증가/감소 발표가 있는 경

우 평균 Q가 1보다 큰 기업은 수익(return)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평균 Q가 1보다 작은 기업은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조건적인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는 평균 Q가 1보다 큰 기업의 경

우 배당증가 보다 배당감소의 발표가 수익(return)에 더욱 큰 영향을 주며, Q가 1보다 작은 기업은 배당의 증

가/감소를 불문하고 수익(return)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하나 투자자들은 그 발표 방향에 따라 현금흐름의 기대

를 변화(free cash flow hypothesis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시킨다는 가설을 세웠으

나, 이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는 조건적인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보다 Free Cash Flow 

hypothesis에 더욱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다(Lang, Larry H.P./Litzenberger, Robert H., Dividend 

Announcements, Cash Flow Signalling vs. Free Cash Flow Hypothe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4, 1989, p.183 이하).

10) Asquith, Paul/Mullins Jr., David W., The Impact of Initiating Dividend Payments on Shareholders' 

Wealth, Journal of Business 56, 1983, p.93~95

11) 다만,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는 미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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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논의는 외부 투자자인 주주들과, 내부자인 경 진을 분리한 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불균형, 리인비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는 미국에서 이익배당의 결정은 으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로 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이익배당의 결정권한은 원칙 으로 

주주총회에 있고, 외 으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

법 제462조 제2항), 주주총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론들이 말하는 

배당의 정 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주와 경 진이 일치하거나 경 진이 주주의 사실상 

게 이루어진다는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익배당에 대한 배당소득과 투자의 회수 또는 법인의 해산에 따른 

출자금 회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 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 4호)에 대

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근거는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한편, 2003년부터 IRC 

§1(h)(11)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qualified dividend rules)에 대하여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사의 배당정책과 주주보호법제와의 관계에 관하여 연관관계를 분석한 견해가 있다. 회사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현대 회사의 주요한 분석대상인데, 회사의 내부자들은 외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회사의 자산을 이용한다고 한다. 즉, 내부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데, 노골적인 횡령이나 내부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거나 선호하는 가격에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팔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주된 대책은 바로 법제도라고 할 것인데, 외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는 법의 내용과 그 법

을 실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질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common law 국가에서 소액주주들을 가장 잘 보호

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고, 반면 civil law 국가에서 소액주주들에 관하여 약한 보호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특

히 프랑스 법이 소액주주 보호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La Porta et al. 1998)(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6, 7). 

    위 견해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있어서, 배당은 유용한 역할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the outcome model"은 배당이 주주들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결과(outcome)이라는 관점인데, 

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소수주주들은 그들의 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현금을 분배하도록 할 

수 있고, 이로써 내부자가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한다고 한다. 즉, 주주보호가 약한 

시스템 보다 주주보호가 더욱 강한 시스템 하에서 배당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좋은 투자기회를 가

지고 있고 성장이 전망되는 경우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의 투자로 

인하여 후에 더욱 많이 받게 될 배당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

여, “the substitute model"은 회사가 외부의 자본시장으로부터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

다는 평판을 얻기 위하여 더욱 많은 배당을 한다는 관점으로, 이 관점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

한 나라에서 이러한 평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이 더욱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주주보호

가 강한 나라는 그러한 평판을 얻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관점

은, 향후 성장전망이 밝은 회사일수록 외부 자금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판을 얻어야 하는 인센티

브가 더욱 크게 되므로, 배당을 더욱 많이 실시한다고 한다. 결국 33개 국가 4,000여 개의 기업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the outcome model"이 실증적으로 부합한다고 한다. 즉, 주주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배당이 

더욱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7 이하).

    검토컨대, 먼저, civil law 국가의 법제가 common law 국가의 법제보다 주주보호 측면에서 더 약하다는 점

에 관하여 쉽게 찬동할 수는 없다. 주주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형태, 경제 구조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고, civil law와 common law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혼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법의 유래 또는 계통에 따라 주주보호의 충실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주주보호법제에 관한 전제가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Free Cash Flow 

hypothesis와 궤를 같이 하는 “the outcome model"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substitute model"의 경

우를 살펴보면, 외부의 펀딩을 받기 위하여 회사가 외부 투자자들에 대해 장래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경우도 분명 있지만, 반대로 부채를 통해 펀딩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사 자산이 주주에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위 모델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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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 행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경 진을 

내부자로, 소액주주를 외부 투자자로 계 설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12),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규율과 동일하므

로, 결국 와 같은 이론이 우리나라에 용될 수 있다고 이 타당하다.  

      나.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의 기능에 한 검토

        그 다면 에서 살펴 본 이익배당정책에 한 이론이 물배당에도 용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배당되는 것이 아

닌 에 비추어 에서 살펴본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와 Free Cash 

Flow hypothesis가 그 로 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개별 으로 그 용 여부를 따

져 보아야 한다. 먼 , Free Cash Flow hypothesis에 하여 보건 ,  이론의 경

우에는 그 이론  개념을 차용하여 물배당에도 체 으로 용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Free Cash Flow hypothesis의 근본 인 논리는, 회사의 자산을 회사 내부

자들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리인비용이 발생하고, 배당을 통하여 그 리인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물배당의 상이 되는 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부동산

이든, 동산이든, 타회사의 주식이든 그것을 운용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 내지 매개로 사용된다는 에서 과 큰 차이가 없다. 한, 회사 내부

자들은  물을 처분하여 으로 환가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에서

도 Free Cash Flow hypothesis는 물배당에 충분히 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가 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를 들어, 비 업용 자산, 는 업

용 자산이지만 더 이상 업에 활용할 수 없는 자산에 한 물배당의 경우에 이

를 으로 교환한 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차를 생략하고자 물배당을 실행하

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재 회사에 이용되고 있

는 업용 자산에 한 물배당은 실질 인 회사의 일부 청산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가 그 로 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회사의 장래 망이 밝지 않다는 시그 을 주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회사가 정기 으로 배당을 계속 실시하여 오다가 갑자

12) 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6에 의

하면, 내부자(insiders)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이 대기업의 

소유가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반면에, 다른 국

가들의 경우에는 적은 지분만을 가진 지배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컨트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주주

들은 효과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common law 국가들보다 경영진을 조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피해자는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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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배당 상의 변경의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재 는 장래에 회사에 흐름이 부족할 것을 상하

면서도, 정기 으로 매년 실시하여 오던 배당을 지할 경우 주가에 향을  것

을 우려하여 분배가능이익 범  내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배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내부자가 회사의 free 

cash flow가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을 상하고 있다는 시그 이 외

부 투자자에게 달될 수도 있으므로,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가 제하는 

정보와는  다른 방향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결론 으로 이

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하여 Free Cash Flow hypothesis는 용될 것이지만,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는 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의 경우에는  이론을 그 로 용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물배당은 spin-off 분할에 한 일반 인 이론이 용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체 으로 spin-off 분할이 이루

어지는 경우 회사의 가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하여 볼 

문제로서, 정보왜곡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행 상법상 물배당의 이유를 공

개하여야 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외부 투자자들, 특히 소액주주들로서는 자신들이 

지 받은 물( 를 들어, 자회사주식)이 이익배당으로서 지 된 것인지 기업조직재

편의 측면에서 지 된 것인지 제 로 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결국 물배당이 

투자자들에게 한 시그 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정보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이유에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볼 수 있는바, 이에 

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물배당과 타 제도의 비교

      가. 배당, 주식배당  간/분기배당 

        물배당은 의의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배당과는 그 상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는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배당이란  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인데(상법 제462조의2), 이에 반하여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

을 배당하는 것은 물배당으로 취 된다13). 다만, 자기주식에 한 물배당의 허

용 여부에 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바 이는 뒤에서 살펴본다.

        간배당은 업연도 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을 

말하고(상법 제462조의3),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연 3회에 걸쳐 추가로 배당할 수 있

는 분기배당이 가능하다[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13) 이철송, 전게서, p.973/정찬형, 전게서, p.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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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65조의12]. 간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규정  ‘ 으로 

이익’이라는 표 이 2011년 개정에 따라 단순히 ‘이익’으로 수정되어 물배당이 가

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14). 이에 반하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은 재까지 

‘ 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해석상 분기배당으로 

물배당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 으로, 간배당과 분기배당은 그 횟수의 

차이만 존재할 뿐 그 성질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 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 

물배당에 하여 분기배당을 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에 비추어, 분기배

당의 경우에도 물배당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자기주식취득

        1) 의의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이해 계에 있어 요한 것은 주식수가 아니라 지분비율

인바, 배당가능이익의 범 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자기주

식취득은 주주나 채권자에 미치는 경제  효과의 면에서 이익배당과 완 히 동일하

다15). 이에 따라 2011년 개정 상법 제341조는, 특정목 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이외

에,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을 일반 으로 허용하여, 이를 이익배당과 

동일한 구조로 규율하게 되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한 의사

결정권한도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원칙 으로 주주총회가 정하지만 정 으로 이익배

당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는 자기주식취득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2항).

        2) 물을 가로 지 하는 자기주식취득

          한편, 자기주식취득과 물배당을 연계하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

기주식취득을 하면서 그 가로 주주들에게  신 물을 지 하는 경우에 이

는 물배당과 동일한 구조가 된다는 생각에 이를 수 있다. 그 다면 과연 배당가

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의 가로 물을 지 할 수 있는지 보건 , 상법시

행령 제10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식 1주를 취득하는 가로 교부할 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

외)의 내용  그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을 가로 하는 자기

주식취득이 가능하다. 뒤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회사분할의 한 방법

으로써 ‘split-off' 분할이 인정되는데,  분할방법은 분할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자기

14) 다만,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점(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 비

추어 이사회의 결의로 족한 중간배당을 주식배당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로는 이철송, 전게서, 

p.965

15) 송옥렬, 전게서, p.837~838,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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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가로 분할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므로, 행 상법 하에서도 그러한 분할방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법상 자기주식취득 방법으로 상장회사는 증권시장에서의 매수 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의 방법만이 인정되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1, 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2호), 비상장회사는 공개매수와 비슷하게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16). 이러한 취득방법에 비추어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가로 물을 지 하는 것이 실질 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단되는

바, 회사에 하여 비교  자유로운 조직재편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에

서 입법론 으로 와 같은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상환으로 물자산을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제157조 제1항 제2호).

      다. 상환주식의 물상환

        2011년 개정상법은 물배당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물상환을 인

정하게 되었는데, 일반 으로 물상환으로 교부되는 자산은 가치가 균일화된 유가

증권, 즉, 발행회사의 사채, 모회사 는 자회사,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이용

된다(상법 제345조 제4항)17). 다만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상환 가로 지 하는 것

은 환주식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45조 제4항 호). 당

해 회사의 보통주를 상환 가로 지 할 수 있을지에 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

해18)와 보통주식을 상환 가로 인정하면서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보통주식을 상환

가로 교부한다면 이는 환주식이므로 당  환주식의 발행 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19)가 있다. 

        한편, 상법 제345조 제4항 단서는 ‘ 물상환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

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에 하여 상환으로 유출된 가액은 자산의 시가 는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액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기 으로 삼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장

부가액을 시가로 이해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하여 이 게 단서를 두는 것은 하지 않으므로, 자

산의 공장한 가액이 상환가액을 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

해가 있다20). 

16) 송옥렬, 전게서, p.841/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653

17) 송옥렬, 전게서, p.784~785

18) 송옥렬, 전게서, p.785

19) 이철송, 전게서, p.292

20) 송옥렬, 전게서, p.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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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주우 제도

        주주우 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 하여, 회사

가 자신의 사업과 련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21). 이러한 주주우 제도

의 종류로는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할인의 특 을 주는 것, 자사의 제품과 서비

스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물품( 를 들어, 도서상

품권 등)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

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수에 엄 히 비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 이다22).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우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3).

        일본의 논의에 하여 보건 , 2005년(평성 17년) 개정  일본상법 하에서

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행 일본회사법 하에서도, 일반 으로 주주우 제도는 물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24). 주주

우 제도에 엄격한 주주평등원칙이 용되지 않는 근거로는, 화  등의 입장권, 

무료승차권, 무료항공권 등을 그것들과 연 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교부받는 것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 이는 회사의 사업상 서

비스 는 선 행 에 불과한 , 주주에게 공여되는 편익의 경제  가치가 반드시 

크지 않은  등을 들고 있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충족되는 한 주주우 제도가 

물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회사법 제461조는 이익배당에 하여 ‘주주

에 하여 교부하는  등의 장부가액의 총액은 당해행  효력발생일의 분배가능

액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25)하고 있는데,  제461조의 문언에 의할 

때 미실 이익의 상실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동조의 재원규제는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주주우 제도는 물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곽관훈, 전게논문, p.122

22) 林本滋/弥永真生 編,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商事法務, 2010, p.130

23) 2012. 10. 22.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주주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강원랜드, 듀오

백코리아, 우리금융 등이라고 한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2213042675146&VN).

24) 일본 하급심판례 중에는 주주우대권의 교부가 주주들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위법배당이 아니라고 판

단한 것이 있다(高知地判平成2·3·28 金判849号35頁).

25) 한편, 일본에서 주주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상법 제461조의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

이라는 것은 어떠한 액인가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

액(회사의 제품을 교부하는 경우 제작원가가 장부가액이 된다고 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회사 자체가 역

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제품, 상품, 서비스의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한다고 한다. 일본회사회계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괄호부분

은, 주주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충당금(引当金)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충당금의 액이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본회사법

에 따른 ‘금전 등’에는 금전 그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무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 충당금액을 금전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된다고 하고, 이는 서비스의 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편, 제품, 상품의 할인의 경우에 있어서, 할인 후의 가격이 당해 제품, 상품의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당해 차액을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會

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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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된다고 한다. 즉, 잉여 의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우 로서 회사가 운 하는 화  등의 입장권, 철도의 무료승차권 등을 배포

하는 행 는 채무부담행 만 있을 뿐 차 조표상의 자산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배당의 상이 되는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 으로 배당

규제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26). 반면, 주주우 에 있어

서 회사가 가지는 자산 는 자사의 서비스가 아닌 것(상품권 등)을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유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사회  상당성이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배당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사법이 잉여  분배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취지에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2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주우 제도가 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고 등의 목 을 해 과도한 회사재

산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  하에서 실행되는 주주

우 제도는 물배당에 해당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당재원규제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상당하다. 그 구체 인 기 을 획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

은 아니지만 주주우 제도로 제공되는 편익의 가액,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인 

사안마다 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주우 제도가 물배당에 해당하

지 않아 주식의 수에 상응하는 평등한 취 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응 공정한 취 이 요청된다고 이 타당하다28).

        한편, 주주우 제도가 상법 제467조의2에 규정한 이익공여의 지 조항에 

반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논의에 하여 보건 , 일본 고등재

소 결29) 에는, 철도회사가 5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책의 승차

권을 교부하는 주주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1,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승차권을 보다 더 많이 교부받기 하여 자신의 주식을 500주씩 나 어 타인 명의

로 명의개서하여 승차권을 수령하 고, 이에 그 회사의 다른 주주가 표이사에게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그 주주의 권리의 행사에 하여 

이익을 공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을 근거로 이익공여( 행 일본회사법 제1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하면서, 다만 회사 표이사의 선 주의의무 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하여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회사

의 의도 유무가 아닌 주주의 권리행사와 이익공여 사이의 객  연 성이 없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 인 주주우 제도에 

26) 사견으로는, 채무부담행위도 부채를 증가시켜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0~132

2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2

29) 高松高裁 平成2年4月11日 判決 昭62(ネ)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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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주가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 이를 ‘주주의 권리행사와 련하여’ 재산

상 이익을 공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익공여 규정의 용을 받지 않

는다고 생각된다.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 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의 권리행사와 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주우 제도를 통해 주주가 얻는 재산

상 이익 부를 이익공여로 추정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이에 한 입법론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질 으로 주주우 제도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 음을 입증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이 타당하므로, 주주우 제도와 

련하여 실질 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2  물배당제도에 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 회사의 배당은 회사법 고유의 역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기업재무 

분야  세법 분야에서 그 이론이 발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세법 인 에서 

회사 재산의 주주에 한 분배(distributions)의 종류로는, 일반 인 배당

(nonliquidating or operation distributions), 자기주식 취득(redemptions), 회사의 해

산에 따른 재산분배(liquidating distributions), 그리고 회사 조직재편성에 따른 분배

(distributions connected with a formal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a 

reorg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31). 이러한 종류 , 회사 자산의 일반 인 “분배

(nonliquidation distributions)”에 하여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 한다) §301은 회사자산이 각 주주에게 '그 회사의 주식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IRC §301(c)(1)에 의하여 주주들의 총소득에 산입되는 “배

당(dividend)”에 하여 IRC §316은 회사가 주주에 하여 1913년 2월 28일부터 

된 수익 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에 따라 분배하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RC §317는 “자산(property)"에 하여 , 증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재산(자기

주식은 제외32))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인 물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인 규정 이외에도,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s 

Act, 이하 ‘MBCA’라 한다) §1.40(6)은 “분배(distributions)"라는 용어에 하여 통

인 배당뿐만 아니라 회사의  는 그 밖의 재산(자기주식은 제외)의 직

인 는 간 인 이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배당을 허용하고 있

다. MBCA §6.40은 배당에 한 법  제한을 단순화하여33), 회사의 ”분배“ 요건으

30) 野田博, 利益供與の規制と株主優待制度, 會社法判3インデックス, 2013, p.40~41 

31) Block, Cheryl D., 전게서, p.142

32) 자기주식의 배당(stock dividends)에 대하여는 IRC §305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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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① an equity insolvency test(분배 후에도 채무변제가 가능할 것)와 ② a 

balance sheet test(분배 후에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  주주의 우선  권리를 

충족시킬만한 액수의 합계를 과할 것을 요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MBCA 

§8.33은 법배당에 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

무를 이행했다는 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법배당의 책임이 있는 이사는 

배당에 동의한 다른 이사나 이를 알고 배당받은 주주들에 한 상환(contribution)

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직  주주들에 하여 책임을 묻기 하여는 

MBCA의 규정이 아닌 사기  양도에 한 법(the fraudulent conveyance laws)에 

기한 청구만이 가능하고, 한 이사에 한 청구는 회사( 는 주주가 표소송으로)

만이 이에 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MBCA의 분배 련규정은 채권자들에 한 

보호가 취약하다고 한다34).

      한, 델라웨어주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이하 ‘DGCL'

이라 한다) §170에 의하면, 회사의 배당은 회사에 잉여 이 있거나, 잉여 이 없는 

경우 배당이 이루어 회계연도 는 그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

다(“capital impairment” test  “net profits" test). DGCL §173은 배당은 , 재

산, 는 그 회사의 주식(shares of the corporation's capital stock)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DGCL §174에 의하면, 법배당

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들은 회사에 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회사가 해산 는 

산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주주의 책임규정은 명시

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사들이 배당받은 주주에 한 상환(contribution)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들은 회사가 산한 경우 이외에는 직  이사들에 하여 

DGCL §174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만이( 는 주주가 표소송으로

서) 그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권자들은 사기  양도에 기한 청

구권(fraudulent conveyance remedies)에 의존하여야만 한다35).

      한편, 미국에서 회사가 배당을 함에 있어 배당결정일(the declaration 

date), 어떠한 날의 주주명부 등을 기 으로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정하는 배당기

일(the recerd date), 보통 배당기 일로부터 2주 후로 결정되는 배당지 일(the 

payment date), 주주명부 등에 실제 거래가 반 되는 시간  간격으로 인하여 실제 

33) 1984년 개정 전의 MBCA(1969)는 회사의 배당과 관련하여, 잉여금(surplus)을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

과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로 나누고, 배당요건으로 ① an equity insolvency test(회사가 파산하였거나 

배당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는 경우 배당이 불가능함)와 ② a balance sheet test(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배당하게 하는 한편, 자본잉여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배당하지 못하고,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들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우선

권을 가진 주주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배당이 가능함)를 요구하고 있었다.

34) Bainbridge, Steven M., Corporate Law 2nd Edtion, Foundation Press, 2009, p.426~428

35)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23~426



- 15 -

주식의 양도가 그 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날로서 배당기 일로부터 2일 에 정하

여지는 기 일(the ex-dividend date)이 있는데, 물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결정일 는 기 일은 부분 동일하지만 배당의 the ex-dividend date에 상응

하는 물배당의 the ex-distribution date는 배당지 일 다음날로 결정된다고 한

다36).  

    2. 일본

      일본에서도 2005년(평성 17년) 개정  일본상법 하에서는  이외의 재산

을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 회사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신 물을 배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물변제에 불과하고, 자기

의 사채 는 상품, 혹은 타회사의 주식 등을 배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

해가 있었던 반면, 어도 자회사주식을 이익배당 명목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 다. 하지만 주주간의 평등 는 회사재산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물배당의 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등을 고려하여, 일본회

사법 제454조 제4항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제외한 회사자산에 한 물배

당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차 는 주주의 권리에 한 규정을 정비하 다37).

      2005년 개정  일본상법은 회사 청산 에 주주에 한 회사재산의 교부행

로, 이익처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업연도 간에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간배

당이 존재하 는데,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이익배당이라는 개념을 변경하여 주식회

사가 주주에 하여 회사재산을 교부하는 것을 ‘잉여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

었다(일본회사법 제453조). 그 이유는 배당의 재원이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 한, 개정 일본회사법은 잉여 배당이 분배가능액의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채권자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도 횟수의 제한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여 간배당제도를 폐지하고 잉여 배당은 언제든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잉여 배당의 재원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할배당제도 한 폐지하게 되었다38).

      일본회사법은 잉여 배당에 하여 원칙 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일본회사법 제454조 제1항), 그 결의는, 배당재산이 인 경우에는 보통결의

로 충분하다고 한다. 한, 회계감사인설치회사 에, 원회설치회사 는 이사의 

임기가 1년 이내에 있는 감사회설치회사는, 정 의 정함에 따라 잉여 의 배당을 

이사회에 임할 수 있다(일본회사법 제459조 제1항 제4호). 하지만, 배당재산이 

 이외의 재산인 경우, 즉 물배당을 하면서 주주에 한 분배청구권을 부여

36) Hass, Jeffrey J., Corporation Financ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4, p.288~289

3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8

3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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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에 한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일본회사법 

제309조 제2항 제10호), 앞서 본 결정권한의 이사회 임을 규정한 분배특칙규정이 

용되지 않는다(일본회사법 제459조 제1항 제4호)39).  이외의 재산은 각각의 

주주에게 있어서 가지는 가치가 다르고, 어떤 주주에게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도 

다른 　주주에게는 당해배당재산이 충분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

배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는 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40).

      일본회사법 제45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에 하여 주식회사에 하여 을 신 교부할 것을 청구할 권리( 분배

청구권)가 인정되는데, 이는 물의 가치가 주주마다 다르므로 물배당을 원하지 

않는 주주에게 을 지 하는 것은 그 주주의 이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분

배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에 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 

물배당을 받는 주주와 배당을 받는 주주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등으로 인하여, 분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분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주주는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 잉여 의 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일본회사법 제309

조 제2항 제10호), 일본회사법 제459조에 따라 정 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회결의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41). 분배청구권을 행사

하는 주주에 하여 지 하는 의 액수는 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회사법 제454조 제4항 제2호는, 물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되는 재산의 

가치와 단 에 따라서 배당의 경우에 달리, 1주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단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응하

여 일정의 수(기 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에 하여는 물배당하고, 기 주

식수를 만족하지 않는 수의 주식을 가진 자에게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을 지불

하는 것으로 취 하는 것을 인정한다. 기 주식수를 정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일

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후단의 에 따라, 기 주식수 미만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

주식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배당받는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을 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 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기 주식수를 제외

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단수부분에 하여는 을 지 하여야 한다. 기

39)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18

40)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7~128

41)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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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를 정함에 있어 잉여 의 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에 특별이해 계가 있는 자가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히 부당한 결의가 되어 

결의취소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1인주주 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취득

하기 한 것을 주목 으로 하여 기 주식수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의는 

히 부당한 결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한다42).

    3. 유럽

      가.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Second Company Law Directive 2012/30/EU(이하 ‘Second 

Directive'라 한다) §17(1)은 마지막 회계연도의 순자산이 자본과 비 의 합계보다 

낮은 경우 분배를 지하고 있고, Second Directive §17(3)은 분배가 마지막 회계연

도의 이익을 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Second Directive §18은  §17(1), (3)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가 주주들이 분배의 비정상성을 인식하

다거나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을 입증하면 주주들은 분배

받은 것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Second Directive §17(4)은 분

배에는 배당  주식에 계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인데, 해석상 회사의 가치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고 하여 물배당을 허용한다43).

      나. 독일

        독일의 입법례에 하여 보건 , 독일은 이사회가 배당가능이익의 반 이

상을 비 으로 유보하지 못하고, 주주들이 배당 여부  정도 등에 하여 결정

하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들이 미국이나 국의 주주들보다 그들이 받을 배당의 양

을 결정하는데 더 큰 권한이 있다고 한다[독일주식회사법(Aktiengesetz, 이하 

‘AktG'라 한다) §58(1), 174(1)]44). 일반 으로 이익배당(Gewinnverteilung)이 가능하

고(AktG §60),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배당가능이익

(Bilanzgewinn, 문자 그 로는 ’재무제표이익‘을 의미한다)은, 연간 순이익

(Jahresüerschuß)에서 년도의 이익(Gewinnvortrag)/손실(Verlustvortrag)을 가감

하고, 자본 비 (Kapitalrücklage)  이익 비 (Gewinnrücklage)을 제외한 나머

지 원으로 계산된다(AktG §158). 이러한 통 인 ’재무제표 근방식(the 

balance sheet approach)'은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 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 진은 주주에 한 회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회사가 산에 이르는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한 경 진이 이를 상하지 못하 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당을 할 수 없

42)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8~129

43) Cahn, Andreas/Donald, David C., Comparative Compan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222

44) 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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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요건을 추가 으로 요구한다고 한다[AktG §92(2)]45). 한, 주주들이 법에 

반된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 주주들이 이익배당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을 알았거

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 하여 이익배당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

하고, 회사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에 걸린다(AktG §62).

        독일에서의 물배당 허용 여부에 하여 보건 , 정 의 규정이 있는 경

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물배당(Sachausschüttung)이 가능하다[AktG 

§58(5)]. 물배당에 한 규정은 2002년 이후에 AktG에 규정하게 되었다46). 다른 

유럽 법제에서는 범 하게 물배당을 허용했는데, 이로써 독일에서도 회사로 하

여  내부 이낸싱을 강화하고 국제 인 습에 발 맞출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2002년 개정  부분의 독일에서의 견해는, 주주 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물배

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는 물배당이 거의 

불가능하 지만, 법에서 명시 으로 허용하게 됨으로써 나아가 회사는 이익배당의 

방법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부분회사의 주식을 배당하여 회사분할의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47).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상장회사에서는 

물배당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실질 인 의미도 크지 않으며, 과세 측면에서 주주들

도 물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48).

      다. 국

        국의 입법례를 보건 , 국회사법[Companies Act 2006(이하 ‘CA’라 한

다) §829(1)에 의하면, 분배(distribution)란  는 다른 형태로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2)는  분배(distribu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a) 일부 는 부가 특별 이익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b)(i) 납입되지 않은 자본과 련해서, 회사의 자본에 한 주주(사원)의 책임

의 감소 혹은 면제에 의해 자본이 감소된 경우 는 (ii)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자

본에 의해 자본이 감소된 경우, (c) 회사법의 다른 에 의하여 실 되지 않은 이익 

는 자본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상환하는 경우, (d) 회사의 산 상태

에서 회사의 주주(사원)에게 이루어진 자산의 배당의 경우를 들고 있다49). 이러한 

분배의 일반규정  물배당에 한 규정(CA §845, 846)을 통하여, 국에서도 

물배당을 일반 으로 허용하고 있고, 회사의 주주에 한 자산매각의 경우에도 그 

45) 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5

46)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Carl Heymanns Verlag, 2011, p.372~373

47)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3

48)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5~376

49) 정연희, 영국의 ‘Aveling Barford Ltd v. Perion Ltd[1989]' 판례와 현물배당의 가치기준에 관한 고찰, 상사

판례연구 제26집 제3권, 2013,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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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장부가액 미만의 액수인 경우 그 차액에 하여는 이를 물배당으로 보고 

있다. 분배(distribution)의 요건으로는, 모든 회사는 “ 되고 실 된 이익

(accumulated, realised profits)"에 의하여만 분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CA 

§830), 이에 더하여 공개회사(public company)는 순자산이 주식자본과 분배할 수 없

는 자본 이 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으로 요구하고 있다[CA §831(1)]. 

국회사법은 배당을 결정하는 차를 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범회사규칙

[The Companies (model articles) Regulations 2008] §70에 의하면 이사들이 배당으

로서 지 가능한 이익의 구체 인 비율을 추천하고, 주주들의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로 배당을 결정한다고 한다50). 한, 분배가 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분

배 당시 주주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법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사에 하여 분배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고, 물배당의 경우에는 분배 당시의 

그 물과 동일한 가치의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A §847). 

  제3  물배당의 요건

    1. 일반 인 요건

      가. 배당가능이익

        물배당도 이익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배당

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 , 이미 

립된 자본 비 , 이미 립된 이익 비 , 당기에 립할 이익 비 , 재무상태

표상 미실 이익 등을 공제한 액이다. 우리 상법은 이와 같은 배당가능이익이 있

는 경우에만 이익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본 미국 델라웨어주의 DGCL §170 

규정에 따라 일정 시 까지 된 잉여 이 없더라도 배당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는 그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배당인 nimble dividend이 

우리 상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51). 

         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서 미실 이익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을 신설하 고, 종  상법은 자산의 평가를 원

칙 으로 취득원가로 하고 있었는데[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제452조] 개정상법에서 이를 모두 삭제하여 자산의 평가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  등52)에 의한 공정가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53). 와 같은 미실 이익을 

50) 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6

51) 송옥렬, 전게서, p.1165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에 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가 되려는 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그 밖의 외감법 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일반기

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액회계를 도입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시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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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과 련하여,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미

실 이익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미실 손실도 인식되는 것이므로 결과 으로 이

익잉여 은 회사의 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이에 하여 비

하는 견해가 있고54), 타당한 비 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2014. 2. 24. 상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생결합증권 는 생상품거래의 험을 회피하기 하여 그 거래와 연

계된 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 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 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 다(상법시행령 제19조 제2항)55).

      나. 정 의 규정 

        물배당을 실행하기 해서는 정 에 그에 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주주들이 정 에 의하여 수권한 경우에 한하

여 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물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이사회에

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6). 정 의 규정이 없어도 분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물배당이 가능한 일본회사법과 그 차  형식에 있어서

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

이고, 이는 물배당이 물의 가치평가 문제, 주주평등의 원칙과 련된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를 비롯한 이해 계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배당보다 높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배당도 본질 으로 이

익배당으로서 배당과 본질 인 차이가 없는 , 다른 부분의 입법례에서는 

배당과 물배당의 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 물

배당에 인정되는 배당청구권 등의 제도를 통해 앞서 본 물배당 고유의 문제

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회사법의 경우에도 분배청구권을 인

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물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물배당은 기업조직재편성 등에 이용될 필요성도 있는  등에 비추

(Fair Value) 평가방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최준선/김춘,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개정상

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2011, p.357~358, 364

    한편,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된 개정상법의 규율에 대하여,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는 기존에 ‘자본

조정’으로 불리던 항목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개별항목으로서 분류하고 있는바, 적어도 주주와 자본거래에서 발

생하는 과목 중 자본의 가산항목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공제항목에 추가함으로써 배당재원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상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과 사이에 자본/부채 및 배당/이자 개념이 상이하여 이에 관

한 조정이 필요하며,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적용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이원화(연결재무제표 내지 별

도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 되어 어떠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지 문제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

로, 최준선/김준, 전게논문, p.377 이하  

53) 송옥렬, 전게서, p.1165/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566~568

54) 송옥렬, 전게서, p.1165~1166

55) 정찬형, 전게서, p.1143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2012년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약 6조 

원,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관련 배당가능이익이 약 26조 원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56) 정찬형, 전게서, p.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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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입법론 으로 물배당을 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어도 분배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 규정이 없

어도 물배당이 가능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다. 의사결정기  

        1) 논의의 배경

          물배당의 의사결정은,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익배

당을 결정하는 결의에서 물배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57), 따라서 

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조항 단서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물배당에 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

회결의로 물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그 회사가 재무제표의 승인도 이사회의 권한

인 회사에 한하는데 이 경우 외부감사가 요구되므로(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제1호), 

사실상 상장회사 등 외감법 용 상인 회사만 가능하다58). 한편, 물배당의 의사

결정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에 하여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학설이 

립하고 있는바59), 우리 상법상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한 결정권한 규정

이 한 것인지 검토해본다.

        2) 견해의 립

          우리 상법에서 물배당의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임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음에 하여, 물배당과 주식배당을 비교하면 주식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

가 하고, 물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 는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물배당의 

상재산은 주식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상되고 주식을 물배당할 경우 주주의 

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이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이거나  이외의 재산이 배당

된 은 동일하므로 물배당의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므로 

물배당의 결정기 을 주주총회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견해60), 행 상법상 물배

당의 도입 여부를 정 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인 이익배당 결의

에서 물배당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 주주에게 배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61), 이

사회에 물배당에 한 결정권을 부여하되 주주에 한 배당청구권을 인정하

지 않는 때에는 물배당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

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62)가 있다. 한편, 이익배당을 이

57) 이철송, 전게서, p.962

58) 송옥렬, 전게서, p.1168

59) 이영철, 현물배당제도에 관한 쟁점사항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14, p.198 이하

60) 곽관훈, 전게논문, p.106 중 각주 7 김재범 교수의 견해

61) 김춘, 전게논문,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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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을 회사의 재무 리의 기동성 는 유연성의 확보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의문이고, 오히려 이익배당의 결정권한에 한 상법개정은 

주로 배당락의 정보효과를 정확하게 하기 한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63).

        3)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미국에서 주주는 배당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배당을 실시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할 것인지 등은 모두 이사회에서 정한다

[Liebman v. Auto Strop Co., 105 N.E. 505, 506(N.Y.1926)]64). 이는 물배당 여부

를 결정하는 권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단된다. 한편, 미국 법원은 경 단의 원

칙을 근거로 회사의 배당정책은 순 히 이사회의 재량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주주들의 규모 회사에 하여 제기한 배당정책에 한 소는 체로 성공

이지 못하다고 한다[Baron v. Allied Artists Pictures Corp., 337 A.2d 653(Del. Ch. 

1974) 등]65).           

          나) 일본

            일본의 경우, 물배당을 하면서 주주에 한 분배청구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에 한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정권한의 

이사회 임을 규정한 분배특칙규정(일본회사법 제459조)이 용되지 않으며, 이와 

반 로 물배당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분배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임할 수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본회사법의 잉여  배당 등의 결정권한에 한 이사회 임의 특칙

규정에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건 , 주식회사는 잉여 의 배당 등의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정 을 정할 수 있다(일본회사법 제459조 

제1항). 그 구체 인 요건은, ①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일 것, ② 이사의 임기의 말일이 

선임 후 1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  최후에 열리는 정기주총의 종결일까지 일 

것, ③ 감사역설치회사이지만 감사역회설치회사가 아닌 것을 제외한 주식회사 일 

것을 요구한다.  ①, ③ 요건은 배당 등의 기 가 되는 계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한 것이고,  ② 요건은 이사가 1년에 한 번 주주총회의 신임을 묻는 기회

62) 이영철, 전게논문, p.202

63)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2011, p.69

64)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438쪽

65) Fischel, Daniel R., The Law and Economics of Dividend Policy, 67 Virginia Law Review 699, 1981, 

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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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에서 요구된다고 한다. 그러한 정 의 규정은, 최종사업

년도에 한 계산서류가 법령 는 정 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는 손익의 상황

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법무성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한다(일본회사법 제459조 제2항, 그 상세한 요건은 

일본회사계산규칙 제155조에서 정한다)66). 한,  일본회사법 제459조 제1항에 따

라 이익배당 등의 권한이 이사회에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본래 인 

권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배제하기 하여는 별도로 일본

회사법 제460조 제1항 소정의 정 규정(이러한 정 규정 한 최종사업년도의 계산

서류가 법령 는 정 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는 손익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

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을 정할 필요가 있다67). 

            일본회사법 제460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의 잉여  배당 등에 한 결

정권한을 배제하기 하여 정 규정을 둘 것을 정한 실제  의의는 그러한 사항에 

하여 주주제안을 배제하는 것에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러한 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정 규정을 배제하는 정 변경을 주주제안하고, 잉여 의 배당 

등에 하여 주주제안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잉여 의 배당 등에 

하여 주주제안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정 규정을 정하는 것의 

실질 인 의미는, 잉여 의 배당에 있어서의 주주제안이 가결되기 한 요건을 보

통결의에서 특별결의로 상향한 것에 있다고 한다68).

          다) 유럽 

            독일은 이사회가 배당가능이익의 반 이상을 비 으로 유보하지 못

하고, 주주들이 배당 여부  정도 등에 하여 결정한다[AktG §58(1), 174(1)]. 

물배당을 하기 하여는 정 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는 물배당의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 의 규정을 두게 한 것이다. 그 정 의 규정은 물에 한 배당의 방

법과 범 를 정할 수 있고( 를 들어, 물배당은 배당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다고 규정하는 방법 등), 그러한 정함이 없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69). 물배당

의 결정권한은 다른 이익배당결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과반수를 요구하고, 이는 

66) 한편, 반대로, 본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라도, 일본회사법 제459조 제1항 소정의 정관규정을 정

하지 않으면, 회사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위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일

본회사법 제정 전의 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익처분, 손실처리의 권한이 이사회에 

곧바로 위임되는 것과는 다르다. 위원회설치회사에 관하여 일본회사법 제정 전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사

회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관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일본회사법), 이사회에의 권

한 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일본회사법 제정 전)에 있다.

6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49~158

6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58~161

69)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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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직재편성과 계되어 실행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70). 이와 같이 독일은 물배당의 결정에 있어서 주주들이 다른 법제에서 

비해서 더욱 큰 권한을 행사한다.

            국의 경우에는 이사들이 배당으로서 지 가능한 이익의 구체 인 비

율을 추천하고, 주주들의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로 배당을 결정하는 [The 

Companies (model articles) Regulations 2008 §70]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물배

당의 결정권한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4) 검토

          검토컨 , 물배당에 한 결정권한이 이사회에 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면, 물배당은 이익배당의 일종이고 오히려 주식배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익배당과 별도로 그 결정권한을 주주총회로 일원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 물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을 제로 한다면, 그 결정권한이 어떤 기 에 있든 특별히 주주들에게 불리할 것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 미국의 경우 이익배당의 결정권한을 으로 이사회에 

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익배당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71), 지배주주

와 경 진을 분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회사 지배구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에

서 물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단언하기 어

려운 , 상법상 물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상장회사 

등 외감법 용 상인 회사에 한정되는 , 한편, 개정상법에서 물배당을 포함한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정권한으로 한 것은 배당락의 정보효과를 정확히 달하기

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는  등에 의하면, 이사회에 물배당 결정권한을 임할 

수 있도록 한 행 상법 규정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행 상법에 의할 

경우 물배당은 정 이 필요하므로 실질 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

는 것인데, 물배당도 이익배당의 한 종류이고 그 가치평가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에서 이익배당의 결정권한과 마찬가지로 물배당

에 한 정 규정 요건을 폐지하고 원칙 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하되, 

일본회사법에서는 분배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물배당에 한 

결정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사회에 그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도 있도록 하고 있는 에 착안하여, 배당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물배

70)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7~378. 이와 같은 기업조직재편은 기업구조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olzmüller/Gelatine-Grundsätze(주주들의 이해관계나 회사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거래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71) La Porta, Rafael/Lopez-de-Silanes, Florencio/Shleifer, Andrei/Vishny, Robert W., 전게논문, p.18 이하

에 의하면, civil law 국가와 common law 국가 사이의 dividend-to-cash-flow ratio는 10.56% : 17.03%, 

dividend-to-earnings ratio는 27.66% : 36.27%, dividend-to-sales ratio는 0.80% : 2.02%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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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물배

당을 실시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청구권을 부여할 인센티 가 필요하다는 

 등에 비추어, 물배당 결정권한을 이사회결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라. 주주평등의 원칙 

        1) 이익배당과 주주평등의 원칙

          상법 제464조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의 지분비율 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규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외 으로 서로 다른 종류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 의 규정으로 종류주식 사이에 차등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회

사가 임의로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매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

의 5% 내외가 차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주주보다 소액주주를 우

하는 차등배당이라고 한다72). 차등배당의 법  효력과 련하여, 례는 회사의 

1% 이상 보유 주주에게는 30%, 1% 미만 보유 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

로 하고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1% 이상 보유 주주가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찬성한 사안에서 “ 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  자기들

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

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73)하 다. 한편, 이익배당

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사가 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74). 

          미국에서도 이익배당에 있어서 실질 이고 형식 인 평등을 요구한다고 

한다. 부분 주의 회사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 정 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case la

w75)에서는 이러한 에 하여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배당에 있어

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에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선 주의의무

(fiduciary principles)에 의하여도 인정된다76). 한편, 배당에 있어서 실질 인 주주평

72) 송옥렬, 전게서, p.1168~1169

73)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74) 송옥렬, 전게서, p.1169

75) Twenty Seven Trust v. Realty Growth Investors, 533 F. Supp. 1028,1040(D. Md. 1982) 등

76) 반면,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주 사이에 다른 대우를 

하는 분배로서, 매도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잔존하는 주주들은 회사의 잔존자산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주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경영자로 하여금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델라웨어, 뉴욕), 그러한 주들은 주식 비율대로 

자기주식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방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이나 case law는 경영

진의 재량을 제한하고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정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결정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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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험의 단 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수익을 보장하

고, 사회 으로는 자본을 획득하는데 렴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

데, 만약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산이 지배주주에

게로 흘러갈 험이 있고, 그러한 험성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

이 들게 된다. 즉, 그러한 주주간의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소액주주들은 그러한 배

당이 실질 인 차별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지배주주에 의하여 실 된 수익

의 평등한 분배를 집행하기 한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주식발행자 

입장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한다77). 미국에서는 물배당과 

련하여, 회사가 어떠한 그룹에게 을, 다른 그룹에게 재산(즉, 배당하는 회사의 

포토폴리오에 있는 주식, 건물 는 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을 배당하는 것

은 실질 인 불평등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본다78). 

        2) 물배당과 주주평등의 원칙

          물배당 한 이익배당의 한 종류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수되어

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물배당을 결정하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

다면 경 단의 원칙은 배제되고 선 주의의무를 반하 다고 평가될 것이다. 차

등배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배당이 허용되는 범  내에서 물배당

의 경우에도 차등배당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배당에 있어서 배당청구권, 

기 주식수 등의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 반 여부를 

단하기 하여는 배당의 상이 되는 물의 공정한 평가가 제되어야 하는바, 

우리 상법에서는 물의 평가에 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이에 한 기 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배당이 주주우

제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주주평등의 원칙이 용되지는 않지만, 그 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회피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여야 하고, 지배주주가 없

는 회사에서는 적어도 법원이나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Brudney, 

Victor,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Distributions and Reorganizations, 71 California 

Law Review 1072, 1983, p.1106~1113].

77) Brudney, Victor, 전게논문(각주 76), p.1077~1078

78)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주식 비율보다 많은 비율을 분배될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 회사

의 전체적인 자산을 늘려 소수주주에게도 더 많은 자산이 분배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보통 계속회사의 배당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산시 분할이나 going private transaction에서 문제된다고 한다. 해산시 분할

(liquidating distributions)에 있어서 주주들 사이에 평등이 요구된다는 것은 statutes(N.Y. Bus. Corp. LAW 

502(b))나 case law[Kellogg v. Georgia-Pacific Paper Corp., 227 F. Supp. 719,722(W.D.Ark. 1964)]에

서 의문이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만약 소수주주가 해산전 회사의 가치보다 더 많은 부분

을 배당받는 경우 평등의 원칙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득은 불평등한 취급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득은 불평등한 취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의하여 상쇄될 것이며, 공정함에 

대한 고려는 불평등한 취급의 비용을 초과하는 불확실한 수익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강력한 논

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즉, 이 견해는 investment contract에 명시적으로 불평

등한 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불평등한 취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Brudney, Victor, 

전게논문(각주 76), p.1079~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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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완 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주우 제도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회사자

산이 일부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와 이를 물배당으로 평가하

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엄격하게 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련하여 주주들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아래 ‘ 물배당의 상’ 부분에서 자세

히 살펴본다.

          한편, 회사가 특정한 주주 일부에 하여 회사재산을 교부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그러한 행 가 주요주주에 한 교부일 경우에는 자기거래 제한규정(상법 

제398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단되고79), 특별히 이를 물배당으로 간주하

여 물배당 규정을 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주요주주가 아닌 주주에 

하여 회사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나, 이는 주주우 제도에 해

당되거나, 주주가 용인하는 것이 부분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물배당으

로 취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고 보인다.

    2. 물배당의 상

      가. 문제의 제기

        물배당의 상에 하여 우리 상법은 ‘  외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462조의4 제1항), 그 이외에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에 따라 물배당의 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은 제한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

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 물의 일반  범 에 한 고찰

        1) 물의 평가용이성

          물배당의 상이 되는 물은 평가가 용이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배당을 실행하기 하여는 물의 가치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데, 그러한 가치산정이 불가능한 물을 배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물의 가분성

          일반 으로, 물배당의 상이 되는 물은 가분 일 것을 요한다80). 그

러한 로는 주식, 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옵션 한 물에 포함된

다는 견해가 있는데81),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 한 허용된다고 

이 상당하다고 단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에 한 구체 인 논의

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주주들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공유지분을 

79) 미국에서는 배당을 일부 대주주에게만 실시한 경우 이는 self-dealing에 해당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제하

고 소액주주가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722(Del.1972.)](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39).

80) 송옥렬, 전게서, p.1169/이철송, 전게서, p.962

81) 최준선, 회사법 제10판, 삼영사, 2015, p.722/이영철, 전게논문,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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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에서 가분 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주들이 공유물 자

체에 한 처분· 리는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에서 불가분 인 측면이 있다. 생각

건 , 회사가 부동산을 물배당하여 주주들에게 그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청구권을 인정하여 을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하면 부

동산에 한 물배당도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나, 일의 으로 단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물의 이용가능성

          독일에서는 비상장주식, 는 그와 유사한 물을 배당하는 경우

(Naturalausschüttung)에 주주평등의 원칙(AktG §53a)이 문제가 되는데, 주주들에 

하여 각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물이거나, 그 물을 화하는데 주주마다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주들

의 물에 한 이용가능성의 차별  조건이 단순히 개인 인 소비취향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되지 않지만, 주주들의 계에 있어서 실질  불

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된다고 한다. 독일에서 물배당을 

함에 있어 주주들에 한 실질 인 불평등 취 의 효과는 주주평등의 원칙 뿐만 아

니라 충실의무(Treuepflicht) 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배당편향

성(선호성)이 인식가능하고 동질한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충실의무 반이 

된다. 를 들어, 소액주주들이 반 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화학제품), 운반하는 

것이 과도하게 힘든 제품(원유), 소액주주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진 주식의 수로는 

충분하게 참가할 수 없는 제품(자동차, 피아노) 등을 배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이 주주평등의 원칙과 충실의무에 반하여 물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주주

들로 하여  배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보호에 한 의혹

을 떨치게 된다고 한다82).

          우리나라에서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물이 각 주주들에 

하여 이용가능성(이에는 환가가능성 는 환가용이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이 

동질한 것인지, 는 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주주

들에 하여 그 이용가능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물배당을 실시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용

가능성은 객 으로 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용가능성은 각 주주들 개인의 주

 취향도 반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  취향 한 회

사가 인식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주주평등의 원칙

에 반되는 경우는 각 주주들 사이에 그 이용가능성이 히 차이가 나는 경우, 

82)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6~380



- 29 -

를 들어 회사의 주주가 정유회사  개인주주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원유를 

물배당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모든 

주주에게 객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본 에서, 그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개인주주라고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 진에 하여 선 의무 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도 

배당청구권이 주주들에게 보장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  선 주의의무 

반에 한 단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미실 이익이 포함된 물 

          미실 이익이 포함된 자산을 물로 배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배당의 

상이 되는 것은 일반 으로 자회사주식 는 타회사주식 등인데, 이러한 물들

은 부분 미실 이익이 포함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미실 이익이 포함된 

자산을 물배당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을 찾기 힘들다. 일본의 논의로는, 미실 이

익이 감자 는 청산 등의 차에서 교부되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자보호 차가 없

는 통상 인 이익배당수단에 따를 경우 미실 이익이 포함된 자산이 교부되는 것에 

하여 채권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83), 물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 에서 이루어지는 에서 미실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채권자보호 차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고 물의 장부

가액이 그 범  내에 있으면 미실 이익이 아주 큰 물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이 가능한데, 그러한 사유만으로 채권자보호 차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의 가치평가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물배당

          한편,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물배당이 가능한 것인가도 문제된다. 그 로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

나, 항공회사가 무료의 항공권을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84), 그러

한 부채의 증가분에 응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물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

키는 형태의 물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주주우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주주우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83) 武井一浩, 商法現代化改正の視点(その3) -現物配當,合倂對價の柔軟化-, 金融·商事判3 No.1183, 2004, p.1 

84) 武井一浩, 전게논문(각주 8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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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의 논의에 한 검토

          물배당의 상이 되는 물에는 특정물은 제외되고, 종류물이나 체

물도 모든 주주의 배당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없는 한 배당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견

해가 있다85). 그 논거는 주주들에 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할 수 없다

는 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하는 것을 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주주평등의 원칙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주주들의 그 물에 한 이용가능성에 있다고 단되므로  

물의 범 에 특정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물의 범 를 차 조표상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종류물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86). 이러한 견해는 상법상 물출자에서 

말하는 물의 개념을 차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출자와 물배당의 

목  등이 서로 상이하고, 상법상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는  등에 비추어, 물을 

차 조표상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

다87).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의 범 를 종류물로 한정할 필요성도 특별히 없

다고 생각된다. 

      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배당 가부

        주주에게 같은 종류의 물이 배당되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물이 배당되

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여, 물배당에 있

어서 주주가 1인인 경우이거나 주주 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주들

에게 같은 종류의 물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8). 검토컨 , 물의 가치

산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주주들의 물 이용가능성에 특별한 불평등의 취 이 없

는 경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심각한 침해

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이는 , 물의 범 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개념이 불명확하여89) 자칫 물배당의 범 를 

히 좁게 볼 우려가 있는  등에 의하면, 물의 범 를 반드시 같은 종류의 물

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 원칙 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물

배당을 허용하되,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물들간의 가치 는 이용가능성의 동질

85) 이철송, 전게서, p.961/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8

86) 안수현, 사업개정안의 배당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 -기준일제도를 중심으로-, BFL 제20호, 서울대학교 금융

법센터, 2006, p.11

87) 동지 : 정찬형, 전게서, p.1148

88) 이철송, 전게서, p.961/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8

89) 다만, ‘서로 다른 종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

인 논의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회사주식과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각 배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

의 현물을 배당하는 것에 분명히 해당되겠지만, 자회사주식과 타회사주식, 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각 

배당하는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현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

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현물임을 전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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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주주평등의 원칙 반을 이유로 이를 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조직재편을 하여 실시하는 물배당의 경우에도, 그 회사를 분할하

는 것뿐만 아니라 분할과 동시에 주주 구성의 변동을 꾀할 수 있다는 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

별히 물의 범 를 같은 종류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spin-off 분할

을 한 물배당을 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하는 경우, 를 들어 

100% 자회사주식을 일부 주주들에게만 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을 배당

하는 경우에 소액주주 축출의 문제(squeeze-out)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 상법에서 교부 합병 등을 인정하는 취지  기업조직재편

의 유연화 등에 비추어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조직재편을 한 물배

당의 경우에도 가치의 동일성은 주주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다만 그 배

당의 목 상 이용가능성의 동질성 확보라는 부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

다. 

      라. 자기주식의 물배당 가부

        1) 문제의 제기  견해의 립

          회사의 자기주식을 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하여 견해가 립

한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2의 주식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

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기주식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 것이다. 정

설은, 당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90), 자기

주식 한 물재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설 에는 

입법론 으로 주식배당에 한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서 ‘새로이 발행하는’이라는 

문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91). 이에 반하여 부정설은 자기주식

은 물배당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의 취지가 주

식을 배당할 경우에는 ‘신주로써만’ 하도록 한 것으로 주식배당을 허용한 것은 사내

에 을 유보하여 신주발행을 체하도록 한 것인 ,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

식을 취득하거나 특정목 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두 행 기업회계기 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마이 스 항목으로 계상되는데, 이를 배당할 경우 해당 마이

90) 이철송, 전게서, p.962/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583/정준우,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663/최한돈,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

득 및 처분,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10집, 2013, p.144

91) 정준우, 전게논문, p.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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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항목이 삭제되어 원상회복됨에 따라 잉여 의 자본  입을 통해 을 사내

에 유보한다는 주식배당 고유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등을 근거로 한다92). 이러

한 견해는 자기주식의 물배당을 주식배당과 동일한 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에 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회사법 제454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해주

식회사의 주식, 사채 는 신주 약권(신주 약권부사채 포함)을 배당재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사채 는 신주 약권(신주 약권부사채 포

함)에 하여는, 그것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 차에 따라 교부하는 것(일본회사법 제

199조, 제238조, 제676조)과 무상할당에 따라 교부하는 것(일본회사법 제185조, 제

277조)에 하여 일본회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이 당하

다는 고려에 기인한다고 한다93). 한 일본회사법 제461조 제2항 제3호는 분배가능

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잉여 의 구성항목인 그 

밖의 자본잉여 , 그 밖의 이익잉여 과는 별도로 공제항목으로서 계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4).

          미국에 하여 보건 , 미국에서도 주식배당(stock dividend)의 개념이 

인정되는고 있는바, 이는 우리 상법 제462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주들에

게 가 없이 추가 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95). 이러한 주식배당은 차 조표에 있어서 잉여  계정의 자산이 자본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해 계의 조정이 없으므로, 일반 인 배

당에 한 법  규제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96). 이러한 제 하에 미국의 모

범회사법은 분배(distribution)의 정의규정에서 당해 회사의 주식은 제외하면서

[MBCA §1.40(6)], 별도로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주식배당(share dividend)을 규정하고 있다(MBCA §6.23). 이에 반하여, 델

92) 최준선,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상사법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75호), 한국상사법학회, 

2012, p.236~237

93)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7~128

94)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73

95)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33. 또한, Hass, Jeffrey J., 전게서, p.290에 의하면, 미국에서 주식배

당(stock dividend)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미발행수권주식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통해 미발행수권주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 미국의 주식배당(stock dividend)은 보통 신주

발행을 전제로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96)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34. 다만, Reiss v. Superior Indus., Inc., 466 So.2d 

542(La.Ct.App.1985) 사건과 같이, 폐쇄회사에서 일부 주주들에게만 주식배당을 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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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웨어주 회사법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배당의 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DGCL 

§173),  조항의 두 번째 문장에 비추어 새로이 발행하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아닌 

이미 발행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배당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해 보

인다. 한, 미국의 내국세법은 일반 인 배당과 달리 주식배당(stock dividend)에 

한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IRC §305), 특별히 주식배당의 상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나,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에 한 배당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7).

          독일에서도 물배당과 별도로 회사자신의 주식을 배당하는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주로 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회사의 지분비율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의 유입이 필요 없는 주주에게 

지속 인 투자확 의 기회를 다고 한다. 이러한 주식배당은 네덜란드에서 통상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받을 것인지 주식배당을 받

을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98). 이에 비추어 독일에서는 자기주

식은 물배당의 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가) 자기주식 취득 형태에 따른 상이한 취

            2011년 개정 상법 제341조는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에서, 배당가능이익으

로 하는 자기주식취득과 배당가능이익과 무 하게 특정목 을 한 자기주식취득을 

나뉘어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생각건 , 결론 으로, 배당가능이익으

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물배당의 상이 되고, 특정목 을 하여 취득한 자기주

식은 물 상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 

          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먼 ,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하여 보건 , 배당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개정된 상법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처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와 같은 형태의 자기주식을 물배당의 상

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듯 자기주식을 물배당하는 것에 하

여 어떠한 실질 인 효용이 있을 것인가 문제되는데, 좀 더 연구해볼 문제이기는 

97) Eisner v. Macomber, 252 U.S. 189(1920)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식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되는 '진정한 주식배당(true stock dividends)'에만 적

용되고, 다른 형태의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미국의회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IRC §305, 306을 

통해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구체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Block, Cheryl D., 전게서, p.237,238).

98)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7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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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기주식처분의 한 형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을 함에 있어 반드시 같은 종류의 물을 

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제에서, 회사가 기업조직재편을 목 으로 하여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과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히 물배당하는 방법으로 spin-off 

분할과 split-off 분할의 간 형태로서 특수한 조직재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

            그 다면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시 물배당하는 경

우에 다시 그 상당액만큼의 배당가능이익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99) 자기

주식의 물배당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배당을 할 경우 자기주

식을 취득할 경우에 별도로 재차 배당가능이익 범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

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재무제표상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상되고, 한국채택기업회계기 에 의하면 취득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에 

하여 자본에서 이를 차감하고 자기주식의 액은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100),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 에서도 특히 자본

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단되는데, 자본의 차감항목은 순자산의 공제항목이므

로 자연히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101). 이 게 보면, 자기주식의 장

부가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기주식을 물배당하는 경우 그 자

기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별도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

다. 그런데 ‘주주들의 지분비율 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에 한 물배당’의 경우

에는 외 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차 차감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 회사에서 주주에게로 이 되는 부의 가치가 

0이라고 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액면가 10원의 주식을 총 10주 발행한 

A회사가 있고, A회사의 주주로는 각 5주씩을 보유한 x, y가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으로 100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회사는 x, y로부터 각 1주씩을 주당 20원

으로 자기주식취득한 경우, A회사의 자본 은 100원으로 변동이 없고 배당가능이익

99) 한편, 최한돈, 전게논문, p.149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소각 시점에서 다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

우에도 재차 배당가능이익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100) 박훈,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조세연구 9-3집, 2009, p.88/K-IFRS 제1032호 문단 

33, 34

101) 최준선/김춘, 전게논문, p.377. 한편, 일본에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득에 따라 주주에 대

하여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상당액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부로부터 공제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즉,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않는다고 한다(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第6版, 有

斐閣, 2015, p.26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568에 의하면, 음의 자본조정 항목은 이미 순자산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서 이를 다시 공제할 필요는 없지만, 양의 자본조정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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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원으로 어들게 되며, A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치를 제외하고, x, y는 

실질 으로 각 시장가치가 20원으로 동일한 A회사의 주식 각 4주씩을 보유하게 된

다. 이 상황에서 A회사가 x, y에게 지분비율 로 각 1주의 자기주식을 물배당하

는 경우 x, y는 시장가치가 주당 16원(= 160원/10주)인 A회사의 주식을 각 5주씩 

보유하게 되는 것이 되어, 결론 으로 x, y가 배당받은 물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것으로 회사에서 주주에게로 어떠한 자산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는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 으로 주식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기 으로 재차 배당가능이익을 차감

하는 것은 주주에 한 배당가능이익의 범 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주들의 지분비율 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에 한 

물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을 차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

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회사로서는 자기주식을 주주들 지분비율 로 물배당하는 

방법으로 간명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들 일부에게

는 자회사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는 타회사주식을 물배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주들의 지분비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할 

것인지, 는 회사로부터 그 자기주식을 배당받는 주주에게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배당받는 주주에게로 각 이 되는 부의 액수를 측정하여 이를 배당가능

이익에서 차감할 것인지 등에 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기주식을 물배당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하여 보건 , 한국

채택기업회계기 에는 자기주식을 자본 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

나, 자기주식소각의 경우에 하여102)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다) 특정목 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반면에, 특정목 에 의하여 취득된 자기주식의 경우에 개정상법상 그 

처분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목 에 따라 처분됨을 제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이를 취득하는 것도 아닌  등에 비추어, 이를 

물배당의 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이 상당하다.   

      마.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에 한 물배당 가부

        1) 일본의 논의

          일본의 논의에 하여 보건 , 일본회사법 한 우리 상법과 마찬가지로 

원칙 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

102) 송옥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 BFL 제51호, 2012, 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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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제1항). 그러나 두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여 모자 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모회사주식은 그 취득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하고 일본회

사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 듯 자

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모회사에 하여 물배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바,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배당이 허용

된다고 한다. 즉, 이러한 경우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물배당으로 취득하는 것이 인

정된다고 한다(일본회사법 제155조 제13호, 회사법시행규칙 제27조 2호). 이러한 

물배당은, 모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차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주식을 취득

하는 것과 비교하여, 모회사로 하여  자 조달이 불필요한 에서 유리하지만, 자

회사에 하여 잉여 배당의 재원규제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103).

        2) 검토

          행 상법은 원칙 으로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지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포  교환·이 , 회사의 합병 는 다른 회사의 업 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

으로 그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자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

한 모회사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이와 같이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일본의 논의와 같이 모회사에 하여 모회사

주식을 물배당하는 것도 정된다고 생각한다. 상법상 이러한 경우 모회사가 자

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시 인 규정은 없으나, 모회사로서는 회사의 

재산  기 를 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104) 해석상 그 취득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손자회사의 모회사주식 배당 가부에 한 검토

          한편, 손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손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물배당할 

103) 武井一浩, 子会社が保有する親会社株式の処分と会社分割 - ビジネス·プラニングにおける会社法·会計·稅法の

交錯の一3として -, 企業法の理Q : 江頭憲治郞先生還曆記念, 上卷, 商事法務, 2007, p.665

    한편, 일본에서는 자회사가 보유하게 된 모회사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② 모회사에 의하여 자기주식 취득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하

는 방법(이 경우에 모회사에 충분한 분배가능액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③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하여 모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방법, ④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로의 이행하는 방법, ⑤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삼각인

적분할로 활용하는 방법, ⑥ 분사(分社)와 합병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는 자회사형태로 남게 하

고자 하는 사업 등을 회사분할 등을 이용하여 분사화하고, 자회사에 남아 있는 사업, 자산 등과 모회사주식을 

모회사에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 ⑦ 자회사를 분할회사로, 모회사를 승계회사로 하는 회사분할

을 하는 방법(무대가분할) 등이 있다고 한다[武井一浩, 전게논문(각주 103), p.663 이하].

104) 송옥렬, 전게서, p.84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은 회사가 무상으로 자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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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

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규정을 그 로 용받으므로, 손자회사는 

외 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

여야 한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하여 모회사주식을 물배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록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의 외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입장에서 그 재산  기 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석상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모회사주식을 취득한 자회사는 다

시 모회사에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배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배당청구권  기 주식수

      가. 의의

        회사는 물배당을 결정하면서 ‘주주가 배당되는  외의 재산 신 

의 지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액  청구할 수 있는 기

간’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외의 재산 신 을 지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액’을 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

법 제462조의4 제2항), 이는 일본회사법상 분배청구  기 주식수를 정하는 것

과 각각 응한다. 

      나. 배당청구권과 물배당의 의사결정권한

        배당청구권과 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물배당을 결정하면

서 배당청구권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당연히 회사에 하여 배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견해의 립이 있다105). 한편, 일본회사

법은 분배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물배당에 한 결

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임하는 것도 가능한 것에 반하여

(일본회사법 제309조 제2항 제10호), 우리 상법은 배당청구권 인정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의 요건을 완화하지는 않고 있어 배당청구권을 인정할 유인이 다소 

은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입법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청구권은 주주들로 하여  물 신 배당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에서 배당청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물배당 

의사결정권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의 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함이 타당하다.

      다. 배당청구권 련 차

        우리 상법은 배당청구권에 하여 특별히 통지 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일본회사법은 주주에게 분배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105) 이영철, 전게논문, 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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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려기간을 주기 하여, 주식회사가 물배당을 하면서 주주에 하여 분

배청구권을 부여한 때에는 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의 말일의 

20일 에 주주에 하여, 주주에 한 분배청구권이 부여되었다는 취지 는 

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455조 제1항)106). 일본회사법에서 공고가 아닌 통지를 하도록 강

제하는 것은 주주의 분배청구권의 행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10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주의 배당청구권의 실질  보장을 하여 사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당청구권의 행사 차에 하여 비교  자세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 기 주식수와 주주평등의 원칙 등

        기 주식수에 하여는 그 설정기 에 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

주주에 하여만 회사의 자산을 이 하는 것, 를 들어 한 회사의 요한 자산을 

자회사에 이 한 후 그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만 물배당하는 것으로 기

주식수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배되어 법한 물배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물에 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

음을 제로, 기 주식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하여 물의 가치와 

비교하여 공정한 기 에 의해 을 지 하는 것이 곧바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되었다고 단함에 있

어서 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액수의 소는 일률 으로 단할 수 없

고, 물배당의 목   상, 물의 가치 등 개별 인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단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기 주식수를 정함에 있어 잉여 의 배당에 한 사항

을 정하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특별이해 계가 있는 자가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

은 히 부당한 결의가 되어 결의취소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08).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특별이해 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상법 제368조 제4항, 제391조 제3항), 지배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그 주주가 특

별이해 계인이라고 곧바로 단하기 어렵고, 결국 기 주식수의 설정 결과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일방 으로 회사의 자산이 이 되는 것인가를 두고 단되어야 할 것

106)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말일의 20일 전에는, 통지가 주주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주주의 주소로 발송하면 충분하고, 그 통지가 통상 도

달할 수 있는 시간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일본회사법 제126조).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4. 

10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4

10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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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당해 지배주주가 특별이해 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가 법하다고 단하기 보다는, 그 기 주식수 설정 결과에 

따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결의가 법한 것인지 여부를 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마. 물의 구체  가치평가 기  마련의 필요성

        한편, 우리 상법은 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나, 기 주식수에 미

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하여 회사가 지 하여야 할 의 액수를 산정하

는 방법과 련하여, 일본회사법(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제456조)과 달리 어떠

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 리 측면이나 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큰 혼란이 상된다. 이에 한 구체  기 을 입법화하여 혼란을 막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별다른 규정이 없는 재로서는,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물의 가치평가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4. 주주의 물배당청구권 등

      가. 추상 /구체  물배당청구권의 이분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추상  이익배당청구권

과 구체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추상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가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추상  지 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개별 주주가 회사에 하여 배당결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주주총회 는 이

사회에서 이익배당의 결의를 함으로써 각 주주에게 구체  배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에 한 채권  청구권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압류· 부명령의 

상이 될 수 있다109). 구체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하

여 이익배당을 소로써 는 소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회사가 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개념

은 물배당에 하여도 도입할 수 있고, 회사의 정 에 물배당을 실시할 수 있

음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에는 주주의 권리

는 추상  물배당청구권에 불과하고, 물배당에 한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비

로소 구체  물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추상  물배당청구권 련 문제

        추상  물배당청구권과 련하여 보건 , 회사 정 에 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주주총회 는 이사회에 물배당

을 결정하여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 주주총회 는 이사회에서 배당

109) 송옥렬, 전게서, p.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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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 는데 이를 물로 지 하여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 이용하여 물배당을 허용하는 취지의 정 변경 안건110) 

내지 물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익배당에 하여 통 으로 ‘hands-off' 근방식을 

취해오고 있고, 비록 배당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이익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 단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이사회의 행 가 한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법원은 회사에 하여 배당을 명할 수 없다고 하고, 이익배당이 주주들

에 하여 지분비율로 이루어지는 한 이는 법에서 지하는 자기거래(self-dealing)

도 아니라고 한다111). 그러나 법원은 이익배당이 보장된(warranted) 경우에는 회사

로 하여  배당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112). 한편, 미국법원이 회사로 하여

 이익배당의 실시를 명한 이스113)도 있는데,  법원은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함

에 있어서 ’bad faith' test를 설정하고, 이에 의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거나 실

시하지 않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사기죄를 구성하거나 선 주의의무를 반하

여 재량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에 하여 배당을 명할 수 있다고 한

다114).

        이러한 미국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회사가 재량권을 남

용하여 장기간 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물배당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검토컨 , 우리나라는 물배당의 결정권한이 주로 주주

총회에 있는 , 배당과 달리 회사에 하여 물배당을 강제 으로 구하는 경

우 그 물의 특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이는 허용되지 않

는다고 이 상당하다.

      다. 구체  물배당청구권 련 문제 

        1) 회사의 물지 의무의 채무불이행

          구체  물배당청구권과 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물배당 결의

가 이루어졌으나, 회사가 그 물의 배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에 

하여 그 물의 지 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 된다. 

110)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 6. 4.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이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5. 6. 5.자 한국경제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591461). 

111) Hass, Jeffrey J., 전게서, p.295~296/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Del. 1971), Baron v. 

Allied Artists Pictures Corp., 337 A.2d 653, 658-59(Del.Ch. 1975) 등 다수

112) Eshleman v. Keenan, 194. A.40(Del.Ch. 1937)

113) Dodge v. Ford Motor Co., 170 N.W. 668(Mich. 1919)

114) Hass, Jeffrey J., 전게서, p.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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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면, 회사는 주주들에 

하여 배당을 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주는 회사에 하여 배당청

구를 소로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주식과 같은 물배당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15). 기본 으로, 구체  이익배당청구권과 달리 구체  물배당청구

권에 있어서만 주주가 회사에 하여 그 물배당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는 이사회에서 물배당을 결정하고

서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하여 그 물을 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그 물의 처분, 멸실 등을 이유

로 주주에게 물을 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물의 공정시장가치에 상당하는 손해액 상당의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업조직재편을 목 으로 한 물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물을 신하여 을 지 하는 것이 원래 그 물배당을 실시

하려는 목 에 부합하지 않고, 회사나 주주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물을 갈음하는 지 은 가능하지 않고, 그 물배당

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단된다.

        2) 회사의 일부 주주에 한 물지 의무의 이행불능의 경우

          회사가 물배당할 것을 결의한 후 일부 주주에게는 그 물을 배당하

으나 다른 일부 주주에 하여는 그 물 일부의 처분, 멸실 등으로 이를 지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물배당 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검토컨 , 앞

서 본 바와 같이 물배당의 상을 서로 다른 종류의 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견해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 주주는 의도하지 않게 원래 배당 상이었던 

물이 아닌 을 배당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우

려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물배당 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물 환청구권

          한편, 회사가 특정한 물을 배당할 것을 결정하 는데 주주가 그와 다

른 물을 지 을 회사에 구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주주들에게 배당하

는데 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이 배당받은 물로 배당하여  것을 회사에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검토컨 , 행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와 같은 물 환청구권은 추상  물배당청구권과 유사한 지 에 있는 

것으로 단되므로, 주주는 회사에 하여 물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115) Hass, Jeffrey J., 전게서, p.280/Anadarko Petroleum Corp. v. Panhandle Eastern Corp., 545 A.2d 

1161,1164(D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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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을 배당받은 주주가 물배당이 이루어

진 이후에 상호 동의하에 물을 교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배당청구권 련 문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물배당을 결정하면서 배당청구권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당연히 회사에 하여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 회사가 그 액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는 의 지 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나, 정 에 물배당 규

정이 있으면 주주는 당연히 물 신 의 지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그 액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 회사가 이들 사항을 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지 이 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16). 

        그러나 행 상법 규정(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의 해석 의하더라도 

물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는 이사회에서 배당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주에게 항상 배당청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회사

의 유연한 재무 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물배당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고, 기

업조직재편의 목 을 한 물배당이 실질 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으

므로,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이상 주주들에게 배당청구권을 인

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회사 정 에 물배당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 에 규정한 경우에, 개별 으로 주주

총회 는 이사회에서 배당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

지 않아도 주주들에게 배당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도 문제되는바, 정 의 변경

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법 제434조), 상법 제462조의4 제2

항 제1호에서 회사가 배당청구권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하는 방법에 

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 배당청구권은 주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인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 결정 없이도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이 

상당하다.

    5. 물배당의 이유 등 정보 공개 여부에 한 검토

      가. 문제의 제기

        행 상법상으로 물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과 련한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배당을 실시하는 구체

116) 최준선, 전게서,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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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회사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왜곡이 발

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다면 입법론 으로 회사가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

우 그 구체 인 이유 등에 한 정보를 의무 으로 공개하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다.

      나. 미국의 논의

        미국의 논의 에는, 회사의 배당정책과 련하여, 배당정책은 회사의 수익

과 독립 으로 주가에 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 계로 인하여 회사 경 진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여 최 이 아닌 배당정책을 실시하게 되므로, 배당 결정의 

이유에 한 의무 인 정보공개를 통해 모호한 배당정보를 명확히 하고 경 진과 

주주들의 이해 계의 립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자는 견해

가 있다. 이 견해는 특히 배당결정이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mislead), 

잠재된 이해 계의 충돌이 “심각한(serious)" 경우에 의무 인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고 한다117).

         이에 하여, 경 진의 배당결정은 주가에 하여 독립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경 진은 배당정책을 회사의 망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

할을 하는 것(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이며, 경 진과 주주들의 이해 계

가 항상 충돌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 진은 주주들의 이익을 해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에 나타난 모든 정보를 통해 주가가 결정되는 것

으로서 오히려  주장과 같이 배당결정이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mislead), 잠재된 이해 계의 충돌이 “심각한(serious)" 경우에 의무 인 정보공개

를 요구하는 것이 더 모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한 반 의 견

해도 있다118).

      다. 검토

        검토컨 , 먼 , 배당을 체하는 의미의 물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배당은 주주들에게 정보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은 , 회사에 하여 물배

당을 실시할 때마다 그 실시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 우리나라의 경우 물배당을 결정하는 권한이 원칙 으로 주주총회

117) Brudney, Victor, Dividends, Discretion, and Disclosure, 66 Virginia Law Review 85, 1980

    참고로,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취득 및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들의 지분비율대로 자기주식취

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주가 있는데(델라웨어주, 뉴욕주), 연방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

은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정보(considerations 등)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case law에서도 이

사들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fiduciary notions)의 법리를 적용하여 경영진의 재량을 제한하고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 즉 주주평등의 원칙을 탈피하는 결정을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미국의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한다). 

Brudney, Victor, 전게논문(각주 76), p.1106~1113.

118) Fischel, 전게논문, p.69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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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 주주로서는 주주총회회의록이나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회사에 하여 그러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

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회사 내부자들이 외부 투자자들에 

하여 물배당의 이유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 가 기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그 물배당은 법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업

조직재편을 목 으로 한 물배당의 경우에는 주주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명확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  

기 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

  제4  물의 가치평가 문제

    1. 문제의 제기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물배당을 허용하면서, 물의 가치산정 기 에 하

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종류이므로 배당가

능이익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범  내에 있는지 여부를 단하거

나, 물배당에 따라 립하여야 할 이익 비 의 범 (상법 제458조)를 단하는데 

있어서 물의 가치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19). 한, 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 하여 지 한 의 액수  기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들에 하여 회사가 지 하여야 할 의 액수 산정 뿐만 아니라, 물배당을 받

은 주주와 배당을 받은 주주 사이의 주주평등의 원칙이 수되었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물의 가치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차이다. 한편, 세법상으로는 

물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에 하여 소득세 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물배당의 수입액은 배당시 시가로 계산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이 경

우 주주는 수입배당  익 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이나 수입배

당  gross-up 규정(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용을 받게 된다120). 

    2. 견해의 립

      가. 첫 번째 견해는, 물의 평가는 시가 는 실질가액에 따라 하여야 한다

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2011년 개정 상법 제462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의 공제항목

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 이익을 추가한 것의 입법취지가 장부가를 시가로 평

가하여 미실 이익을 이익배당의 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물배당의 평

119) 이영철, 전게논문, p.209

120) 신기선, 개정상법과 세무문제 -주식 및 배당제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2,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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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121), 우리 상법  세법의 경우 물배당과 련

하여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해석상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물배당이 의미를 가지기 하여는 명확한 기 이 필요하다는 견해122), 주

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에서는 주식에 한 가치산정에 있어서 ‘실질가액’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의 가액산정에서도 실질가액이라는 용어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견해123), 상환주식의 상환에 한 상법 제345조 제4항 단서는 ‘자산

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조항의 입법취지가 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과 자산평가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한 것이라는 에 비추어 물배당에 하여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규정에 하여 입법상의 착오 내지 오류

가 있다는 에서 “자산의 ‘시가 도는 공정한 가액’이 ‘상환가액’을 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고, 이를 제로 물배당의 경우에도 유추 용할 수 있다

는 견해124)가 있다.

      나. 두 번째 견해는, 물을 장부가액 는 차 조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물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 배당에 따른 회사의 권한을 

통재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장부상의 가치는 회계 감사인의 감사

가 이루어진 련 계정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

춘 하나의 기 이 될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125). 

      다. 한편, 회사의 정 에 물의 가치평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

다126).

    3.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은, 주식회사가 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에 하여 당해 주주가 할당받는 배당재산을 신하여 지 하여야 하는 의 액

수는, 당해 배당재산이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배당재산의 시장가격

으로 법무성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을(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제1

호), 당해 배당재산이 시장가격이 없는 재산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재 소가 결정한 액(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제2호)127)을 각 당해 배당재산의 가

121) 곽관훈, 전게논문, p.107 중 각주 11의 김지환 교수의 견해

122) 곽관훈, 전게논문, p.124

123) 김춘,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225

124) 이영철, 전게논문, p.212

125) 정연희, 전게논문, p.319~320

126) 송종준, 주식회사 회계규정의 개정과 과제,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27호), 2006, p.87

127) 당해 배당재산이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방재판소에 당해 배

당재산의 가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일본회사법 제868조 제1항), 재판소는 당해 배당재산의 가격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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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회사법 제454조 제4항 제1호의 기간130)의 말일(이하 ‘행사기한일’이라 한다)의 당해배당재

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최종가격(당해 행사기한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행사

기한일이 당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가 되는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행사기한일의 당해 배당재산이 공개매수 등131)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행사기한일의 당해 

공개매수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른 당해 배당재산의 가격

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분배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지불하는 의 

액의 산정기 가 되는 배당재산의 가액을 획일 으로 정함으로써, 회사의 사무처리

의 편의를 도모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128). 

        당해 배당재산이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인 경우의 ‘당해배당재산의 시장가

격으로서 법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액’은 일본회사계산규칙 제154조

가 정하고 있다. 일본회사계산규칙 제154조에 의하면, 일본회사법 제455조 제2항 제

1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에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액  더 높은 액을 배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이는 통상 배당재산이 공개매수 등의 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고, 공개매수에 따른 매수가격에 배당재산을 처분할 가

능성이 있음을 그 이유로 한다129).

         제1호 규정과 련하여, ‘시장’의 개념에 융상품거래소(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가 포함되는 것은 이론이 없고, 를 들어 일본증권업 회가 개설한 장

외시장에 따른 거래소와 같은 종류의 시장은 어도 포함될 것이고, 추상 으로는 

수시로 매매 환  등이 가능한 거래 시스템을 ‘시장’이라고 할 것이지만, ‘시장’의 외

연을 어디까지 미치게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어도 상 의 개별교섭에 의

하여 결정된 가격은 시장의 최종가격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132). 한,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이 존재하는 등 복수의 시장에서 배당재산이 거

래되는 경우, 회사의 정 에 어떤 ‘시장’에서의 최종가격을 기 으로 할 것인지 정

할 수 있을 것인가 정할 수도 있고, 어도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주주가 유리

한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33). 한편, 분배청구권의 행사기한일에 

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되며(일본회사법 제870

조 제8호), 당해 배당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재판에는 이유를 적지 않으면 안된다(일본회사법 제871조). 신청

인 또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당해 배당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

할 수 있고(일본회사법 제872조 제4호),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일본회사법 제873조)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5).

12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4

129)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7~138

130) 주주가 현물배당을 대신하여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31) 여기서 말하는 ‘공개매수 등’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 또는 그

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기초한 제도를 말한다. 위 정의에 따른 ‘공개매수 등’은 가격인하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 거래 또는 제도를 말하는데, 가격인하가 허용된다면 그 매수가격에 기초하여 배당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전게서, p.138). 

132)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전게서,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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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는 그 행사기한일이 당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의 최종 매매가격이 아닌 그 후 최 가 되는 매매거래의 성립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행사기한일 의 최종 매매거래 후에 정보가 유입되어 가격에 요한 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134). 

      나. 미국

        미국의 경우,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는 재무제

표 작성에 있어서 부분의 자산에 한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자산의 가

치가 상승한 경우 이를 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 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된 경

우에는 반드시 이를 반 하여야 한다고 한다135). 캘리포니아주 회사법(California 

Corporations Code, 이하 ‘CCC’라고 한다)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서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가액에 의하도록 한다고 한다(CCC §500)136). 즉, 

구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500(b)는 자산평가에 있어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제

외하고는 미실 평가이익을 지하고 있었고, 1975년 개정법에서는 시장성 있는 유

가증권에 하여 외를 넓게 인정하고 자산평가는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을 기 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137).

        그러나 일반 으로 주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GAAP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모델회사법의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하여 ‘공정한 평가방법 는 그 상황에서 합리 인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자산 등

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MBCA §6.40(d)]. 이에 의하면, 회사는 GAAP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재평가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에, 일부 자산에 한 선택 인 재평가는 불가능하고, 자산 체에 

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델라웨어와 뉴욕의 case law138)라고 한다139). 

133)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전게서, p.137

134)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전게서, p.137. 한편, ‘배당재산의 가격’은 위탁수수료 상당액 등을 공

제한 후의 액수인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981년 일본상법 개정부칙 제19조 제3항에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한 위탁수수로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주식매매의 수

수료를 정액제로 한 증권회사도 있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135)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29

136) 문호준/이승환,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현물배당, BFL 제51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12, p.162

137) 박종복, 배당재원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32집, 2008, p.433

138) Morris v. Standard Gas & Electric, 63 A.2d 577, 582(Del,Ch.1949)(이사회는 합리적인 데이터와 현재

가치를 반영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자산을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 Klang v. Smith's Food & Drug Centers, Inc., 702 A.2d 150(Del.1997)(자기주식취득이 DGCL 

§160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한 사례), Randall v. Bailey, 23 N.Y.S.2d 

173, 183(N.Y.Sup.1940)(배당가능이익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등

139)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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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당가능이익에 한 규율에 비추어, 물 가치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

부상 가액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한 방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독일

        독일에서 물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Bilanzgewinn)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닌 물은 배당될 수 없다[AktG §58(4), 57(3)]. 이에 따라 그 물

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볼 것인지 시장가격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있으나, 독일에

서는 체로 시장가격(Verkehrswerts)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140).

      라. 국

        국회사법은 물배당(distributions in kind)의 범 를 넓게 보아 회사가 

주주에게 자산을 그 장부가치 보다 은 액으로 매매(sale)하는 경우도 이를 물

배당으로 보면서[CA §845(1)]141), 배당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의 장부가액이 회사

가 지 받는 가(consideration)의 가치보다 지 않은 경우 그 배당액은 0이고, 반

의 경우에는 그 차액이 배당액이 된다[CA §845(2)]. 한, 회사가 지 받는 처분

의 가가 물의 장부가액을 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게 

된다[CA §845(3)]. 한편, 에서 언 한 ‘장부가액(book value)'이란 련된 계정

(the relevant accounts)에 명시된 자산의 액을 말하고, 이러한 계정에 명시되지 

않은 자산의  가치는 0으로 본다[CA §845(4)]. 이러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사법은 물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가. 단기 의 이분화

        앞서 본 국내외 논의들은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있는 것인

지를 악하는 문제와,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 배당청구권, 기 주식

수에 따른 을 지 하는 경우 그 액을 정하는 경우 포함) 그 물의 가치를 

악하는 문제를 동일한 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자의 경우, 즉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있는지 단하는 문제는 물

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즉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

140)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Auflage, p.381

141) Aveling Barford Ltd v. Perion Ltd(1989) 5 B.C.C. 677(Chancery Division) per Hoffmann J. 사건은, 

자매회사 간에 장부가액 이하로 현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영국법원은 위 거래가 위 자매회사의 단

독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한 양도로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본의 반환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시키는 자산의 이전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룹 내부 간 자산의 이전을 

거래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 이익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영국

회사법은 그룹 내부 간에 금전 외의 자산을 양도, 이전 또는 다른 처분방법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이때

의 배당금을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CA §845), 현물배당에 있어서 현물의 가치평가 문제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연희,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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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42).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배당가능이익 범  내에 있는지 단하는 경우

        먼 , 우리 상법 제462조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 , 이미 립

된 자본 비 , 이미 립된 이익 비 , 당기에 립할 이익 비 , 재무상태표상 

미실 이익 등을 공제한 액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응하여 

물배당의 상이 되는 물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있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그 물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

은 회계연도 기말에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아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

하는 것과 동일한 기 으로 미실 이익이 공제된 장부가액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

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는 회사의 자산인 물과 배당 상

인 물이 동일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 평가기 을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는, 만약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범  내에 있는지 단함에 있어 

그 물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그 가치상승분(미실 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 그 배

당가능이익을 구성하는 물의 가치는 장부가액에 한정됨에도, 배당가능이익을 차

감함에 있어서는 그 가치상승분(미실 이익)까지 차감하게 되어 부당하게 물배당

의 범 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반 로, 물배당

의 상이 된 물의 가치를 물배당 당시 공정시장가치로 산정함과 동시에,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논의(미국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

함에 있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에, 일부 자산에 한 선택 인 재평가는 불가능하

고, 자산 체에 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와 같이 회사 자산 체를 재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상법상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범

도 불명확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물배당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로 새로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당가능이

익의 범  내에 있는 것인지, 는 어느 정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할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그 물의 가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미실 이익을 공

제한 가액을 기 으로, 즉 배당가능이익 산정기 과 동일한 기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가치가 상승된 물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의 취득원가로(미

실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치가 감소한 물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의 가치 감소분이 반 된 장부가액으로(미실 손실을 반 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각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42) 동지 :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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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

        다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 하여 보건 , 물배당의 

경우 배당과 달리 주주평등의 원칙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 물의 실질 인 

가치를 반 하여야 할 것인 , 종  상법은 자산의 평가를 원칙 으로 취득원가로 

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모두 삭제하여 자산의 평가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  등에 의한 공정가치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자산을 평가

함에 있어 공정가치를 극 으로 반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 세법은 물배당의 수입액을 배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주

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 배당청구권, 기 주식수에 따른 을 지 하

는 경우 그 액을 정하는 경우 등을 포함)에는 일반 으로 물의 가치는 공정시

장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 물의 평가 기 시

          이러한 경우에 물의 가치 평가 기 시 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

시 에 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 의 물배당에 한 의사결정시로

는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실제로 물배당이 이루어지는 때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견해 립이라고는 단되지 않고, 

세법이 그 물의 취득 당시 는 거래 당시의 시가로 물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

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물 가치산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배당일을 기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정기배당 vs. 간/분기배당

          정기배당의 경우 보통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익배당안을 일 하여 결의하

는 것이 보통이고, 재무상태표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한다는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무상태표 작성 기 일과 물배당일이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정기배당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다시 별도로 물배당일을 기 으로 물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

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가액을 기 으로 물을 평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이에 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배당,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  결산기를 기 으로 계산하므로, 재무상태표 작

성 기 일과 물배당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여 물의 공정시장가치를 다

시 평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시장가격의 단기

          물을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시장가격이 있는 물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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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에 따를 것이지만,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물의 경우에 이를 어떻

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본회사법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없는 물의 평가

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 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론 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한, 회사가 정  규정으로 물 가치산정을 장부가

액으로 할 것인지 공정시장가치로 할 것인지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시

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물에 하여, 그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하여는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배당의 경우 타회사의 주식이 그 주된 상이 될 것인데, 특히 비상

장주식의 평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하여 상속세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에서는 수익가치를 3, 자산가치를 2의 비율로 가 평균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고 있고(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원칙 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하여 가 평균한 가액

으로 평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제2항)143). 법원144)

은 주식매수청구권과 련하여, ‘회사의 합병 는 업양도 등에 반 하는 주주가 

회사에 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하여 객  교

환가치가 정하게 반 된 정상 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

식의 평가에 하여 보편 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

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련 법

규들은 그 제정 목 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 을 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 컨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

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시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에 한 일반 인 평가방법

을 설시한 것으로 평가된다145).

        5) 장래가치의 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

래의 수익가치를 일부 반 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고 있는데, 물의 가치를 산정함

에 있어 시장가격 존부를 불문하고 그 물의 장래가치를 평가하여 포함하여야 할

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철하기 하여는 장래가치를 반 하

143) 송옥렬, 전게서, p.1152~1153

144)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45) 송옥렬, 전게서, p.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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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 개념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이를 실 으로 실 가

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5  물배당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 문제

    1. 문제의 제기

      이익배당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는 반 방향의 이해 계에 서게 된다. 이익

배당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유출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에 담보된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배당도 이러한 일반 인 이익배당

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물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채권자 

보호와 련하여 발생되는 쟁 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물배당과 배당재원규제

      가. 일반 인 이익배당에 한 배당재원규제

        상법에서 이익배당을 배당가능이익에 한도에서만 실시하는 취지는, 회사재

산의 사외유출 규제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서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주주에게 유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146). 주주는 

자신들의 유한책임의 보호 아래에 있으므로 회사로 하여  비교  고 험·고수익의 

투자 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할 인센티 가 많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배당에 한 재원규제는, 각 나라

마다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147). 

146) 송옥렬, 전게서, p.1164

147) 1. 미국

     미국에서 자본금충실의 원칙(capital maintenance rules)의 역사적 발전은, 보호되는 자본의 양을 정하는 것

(a specific amount of protected capital)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a 

disclosure-based system)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이는 Manning에 의하여 강력히 주장되었던 것이라고 한

다), 미국 모범회사법(MBCA)의 경우 “액면가(par value)”, “법적 자본(leg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제외하고(MBCA §6.49),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의 경우에도 회사가 극단적으로 적은 액면가 발행하거나 

무액면가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엄격한 자본제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

게서, p.227~228). 

     즉, 미국에서 자본제도에 따른 배당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주 및 뉴욕주를 시작으로 몇 개의 

주가 있지만, 주식의 발행가액을 자본에 충당되는 것은 작은 부분에 머무르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액이 배당규

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며, 회사가 기한 도래되는 채무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는 한에서는 배당이나 분배

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본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 자본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도, 당기 또는 전기의 

이익으로부터 배당하는 nimble dividends가 인정되고,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는 1975년 자본제도를 폐지하

였고, 유보이익이 없어도 자산이 부채를 25% 이상 상회하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회하는 경우에 분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CCC §500, 501)(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63~165).  

     그리고 미국에서 이사회는 주주와 채권자들 사이의 균형을 위해 배당에 관한 완전한 컨트롤을 행사하고, 이

는 이사회로 하여금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한특약(loan covenant)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7~228).

   2. 일본

    일본의 논의에 관하여 보건대, 일본회사법은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긴 하였지만 배당저지기능으로로서의 

자본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배당저지기능으로서의 자본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그것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현출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을 대신하여 유효한 방법을 현시점에서 구축하기 곤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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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법은 유럽형에 가까운 배당재원규제를 취하여 비교  엄격한 

자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형의 배당재원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2009년 개정상법은 최 자본 제도

를 폐지하고, 2011년 개정상법은 무액면주식을 도입함으로써 엄격한 자본 제도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주주의 출자 이행을 확보하기 하

여 출자의 액납입  물출자의 부이행, 액면미달발행의 지 는 제한, 

변테설립사항에 한 엄격한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주주에 한 회사재산의 반

환을 제한하기 하여 이익배당·자기주식취득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규제, 법정

비 의 립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148)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회사채권자가 회사재산이 주주에게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 배당재원규

제를 비롯한 자본 제도가 채권자의 보호를 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

기는 어려운  등에 비추어 입법론 으로 행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재원규제를 

더욱 완화한다거나, 배당재원규제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

문이라고 설명된다고 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일본회사법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이유 없이 배당규제로서의 자본제도를 남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본회사법에서 배당재원규제를 하는 취지를 채권자의 보호에서 구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회사의 재무적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더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반하여, 배당재원규제는 강행법규적 규제로 설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가 주주에 대한 반환행위를 상시 감시, 제한하기 위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채권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배당재원규제

가 채권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회사재산의 주주에의 반환을 제한하는 한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배당재원규제는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채권자

의 보호라고 하는 것도 채권자와 주주간의 이해조정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의 

교섭에 의하여 코스트를 경감하는 감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주의 행위를 감

시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배당재원규제는 임의법규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또 다른 

견해로는, 배당재원규제는 채권자가 변제받는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으로부터는 극히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

는 견해도 있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63~165).

   3. 유럽

    유럽 각국은  EU 가맹각국의 회사법의 조정을 위한 일련의 directive가 제정되어 있고, 자본제도에 관하여는 

1976년 제정된 Second Directive에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econd Directive §17에서는, 회사의 

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액의 합계액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배당할 수 없는 준비금의 내용에 대하여는 EU 가맹국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영국회사법은, 자

본제도와 자본의 유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Second Directive의 제정에 따라 독일 주

식법의 전형과 같은 대륙법형의 엄격하고 상세한 자본규정을 탈피하게 되었다고 한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63~165). 한편, EU 위원회는 2004년 및 2006년 Second Directive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배당규제법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그와 같은 발전을 따라가지

는 않았다고 한다(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0). 

     한편, 독일의 배당규제의 기본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독일 주식법에서는 우리의 이익준비금에 해당하

는 법정준비금(gesetzliche Rücklage)을 당기순익에서 이월손실을 공제한 금액의 20분의 1을 적립하고, 법정

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합계액이 인수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고 있다고 한다(박종복, 전게논문, p.434). 독일에서 배당

가능이익(Bilanzgewinn)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연간 순이익(Jahresüberschuß)에서 전년도의 이익

(Gewinnvortrag)/손실(Verlustvortrag)을 가감하고,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 및 이익준비금

(Gewinnrücklage)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AktG §158), 독일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엄격한 자본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8) 송옥렬, 전게서, 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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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부분에 하여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물배당과 배당재원규제

        물배당도 이익배당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 상법상 배당재원규제를 

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기 하여는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는 것이 사견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한 을 따르는 경우, 물배당과 배당의 형평

성 문제가 두될 수 있다. 를 들어, 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50이고, 한편 장

부가액 50, 시가 100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본다. 회사가 배당

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50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물을 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50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만(배당가능이익을 차감하는 것도 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주들에게 유출되는 회사재산의 시가는 100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배당과 물배당 간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지하고 있는 미실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하게 되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배당이 법한 물배당이라는 견해149)가 있으나, 물배당이 배당가

능이익 범  내에 해당하는 것인지, 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얼마를 차감하여야 하

는 것인지는 모두 물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법한 물배당이라

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배당가능이익은 미실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결정하면서, 그 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 있

는지 여부는 물의 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은 물배당을 부당히 제한하게 되는 결

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실 이익 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150). 

    3.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재무제한특약(loan covenant)을 통한 채권자보호

      가. 문제의 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으로 이익배당에 한 의사결

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주주들과 회사 채권자들 사이의 균형을 해 채권자 보호를 

해 재무제한특약을 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재무제한특약에

는 재산희석화를 방지하기 하여 주주에 한 회사재산의 유출을 제한하는 형태

(restricted payment), 청구권희석화를 막기 하여 추가 인 부채조달을 제한하는 

149) 신기선, 전게논문, P.386

150) 참고로, 미국내국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더 높은 현물을 배당함에 있어서 그 배당가능

이익(earnings & profits)을 그만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규정[IRC §312(b)]하고 있는데, 이는 general 

utilites doctrine이 폐기되면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Block, Cheryl D., 전게서, 

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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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restriction on additional debt), 회사의 험증 를 제한하는 형태 등으로 구성

된다고 한다15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회사에 하여 을 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재무제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배당을 포함한 이익배당 등을 통

하여 회사재산이 주주에게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

다.

      나. 물배당을 으로 지하는 재무제한특약

        그 다면 채권자가 회사와 사이에 재무제한특약을 체결하면서, 채무가 변

제될 때까지 물배당을 지하는 취지의 특약이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사채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상법 제469조 제1항)  등에 비추

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재무제한특약을 맺는 것은 보통 이사회의 결정에 의

할 것이다. 그런데, 물배당의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

정으로 주주총회의 물배당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단되므로, 그러한 경우

에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물배당을 으로 지하는 재무제한특약은 어

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 로, 물배당의 권한이 이사회에 임되어 있는 경우에

는 물배당 실시 여부가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는 것인 에 비추어 물배당을 

으로 제한하는 재무제한특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재무제한특약을 

반한 물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물배당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그 재무

제한특약의 기 가 된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상력이 있는 채권자 vs. 상력이 없는 채권자

        한편, 이러한 재무제한특약을 통한 채권자보호방안은 회사와 상이 가능

할 정도로 충분한 상력을 보유한 채권자에 한정되고, 그러한 상력이 없는 채권

자는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152). 즉, 재무제한특약은 융기

과 같이 상력이 있는 채권자에 한 보호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에 하

여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회사 근로자 등 상력이 없는 채권자

에 한 보호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인바, 이러한 에 비추어, 채권자보호를 하

여 배당재원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재원규제에 한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4. 물배당의 용범 의 확장

      일본에서는, 일본회사법의 차규정을 반하거나, 혹은 회사법의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주주에 하여 교부하는 행 도 일본회사법 제461

조 제1항과의 계에는 잉여 의 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153). 국회사법 

151) 송옥렬, 전게서, p.1128, 1129

152) Cahn, Andreas/Donald, David C., 전게서, p.227

153)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72.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서술하는 것과 같이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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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주에 한 자산매각의 경우에 그 가가 장부가액 미만의 액수인 경우 그 

차액에 하여 물배당으로서 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가 상법상 이익배당 규정을 회피하여 주주들에 

하여 회사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이를 물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주주우 제도 문제와도 연 된다고 할 것

인데, 주주우 제도로 취 되는 경우에는 이를 물배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주우 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주주들에게 회사재산을 교부하거나 주주로 하여  

회사재산을 가로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하여 이를 

물배당으로 보아 배당재원규제를 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 ‘과도한’ 회사재산의 교부를 어떤 기 에 의할 것인지 불명확하고, 회사

재산의 주주에 한 교부는 자기거래 문제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회사재산의 주주에 한 교부를 물배당의 확장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제6  법한 물배당의 효과

    1.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법배당

      가. 법배당의 의의

        일반 인 이익배당에 있어서, 법배당이란 법령 는 정 에 반하여 이

루어진 이익배당을 말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거나 이를 

과하여 배당하는 경우가 형 이고, 이를 의의 법배당이라고 한다. 분식회계

를 통하여 형식 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외에 이익배당을 결정한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 에 근거를 두지 않고 간배당을 한 경우, 차등배당을 한 경우 등 

그 차나 내용이 법한 경우에도 법배당에 해당한다154).  

      나. 법배당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에 한 제한을 반한 이익배당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한 

강행규정(상법 제462조 제1항)을 반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고 이 타당하다155). 

그 다면 회사는 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하여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그 이익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대응하여, 

일정의 금전을 대가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을 무상할당하는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교부

하고, 회사가 취득조항을 행사하여 신주예약권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조항의 행사에 따라 분배가능액을 초과

하는 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회사법에 없으므로, 그 방법을 이용하면 분배가능액의 제

한 없이 주주에 회사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채권자보호를 위한 횡단적인 회사재산의 재원규제를 적용하

는 일본회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

154) 송옥렬, 전게서, p.1174

155) 송옥렬, 전게서, p.1174/이철송, 전게서, p.980/정찬형, 전게서, 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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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채권자가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상법 제

462조 제3항), 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

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채권자 권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해 상법이 

특히 인정한 권능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156). 이에 하여 채권자가 회사로부

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 회사의 재산처분행 에 여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157). 

        한편, 이러한 반환청구를 해 이사회결의 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

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차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주주

총회결의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158). 례의 태도와 같

이159), 주주총회결의의 경우에도 별도의 무효확인의 소 제기 없이 곧바로 주주에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외의 차나 내용이 법한 이익배당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경

우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먼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를 취소

한 후 주주에 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당결의에 무효사유가 존재

한다면 곧바로 주주에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어떤 하자이든 무효 사유가 될 뿐이므로 그러한 차 없이 바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법배당에 따른 임원의 책임

        법한 이익배당의 경우에 법한 배당안을 작성하거나 이에 찬성한 이사 

등은 회사에 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주주 는 채권자

에게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160). 감사 는 감사 원도 재무제표를 감

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는 제3자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

조, 제415조의2 제7항).

    2. 일본에서의 법배당161)

156) 이철송, 전게서, p.981

157) 이철송, 전게서, p.981

158) 송옥렬, 전게서, p.1174

15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

160) 송옥렬, 전게서, p.1175.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

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

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로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161) 미국 및 유럽에서의 위법배당에 관한 논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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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회사법 제461조는 이익배당, 간배당, 자본 는 비 의 감소에 수반

하는 회사 재산의 반환, 자기주식의 취득 등에 따라 주주에 하여 회사재산이 반

환되는 것을 부 ‘잉여 의 배당 등’이라고 정리하고, 그러한 행 에 하여 횡단

인 재원규제를 용하여 규정하고 있다162).

      일본회사법 제462조는 제461조 제1항의 재원규제에 반한 회사가 잉여 의 

배당 등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회사재산의 반환을 받는 주주, 배당 등에 한 

직무를 행한 업무집행자, 는 의안제안이사는 연 하여, 주주가 교부받은  등

의 장부가액 상당하는 을 회사에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2005년 

개정  일본상법에서는, 주주의 책임에 한 규정이 없었는데 배당가능이익을 

과하는 배당은 무효이므로 배당을 수령한 주주는 회사에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었고, 이사의 책임에 하여도 이사의 회사에 한 임무해태

에 기 한 책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일본회사법에서는 주주에 

한 책임규정을 신설하 고 이사에 한 책임도 이사의 회사에 한 일반 인 책

임규정(일본회사법 제423조)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본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 이사의 임무해태책임과는 다름을 명확히 하 다163).

      한편, 2005년 개정  일본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과하는 배당이 이루

어진 경우 이는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고, 주주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하여 반

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었고, 자기주식취득에 있어서도 재원규제에 반하는 

취득은 무효이지만 회사가 선의·무 과실의 주주에 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

다고 해석되는 것이 다수 다. 그런데 개정된 일본회사법에는 재원규제 반의 잉여

의 배당 등의 행 가 유효인 것을 제로 하여, 일본회사법 제4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의 자가 교부된  등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의 지 의무를 부

담하는 취지로 정하 다. 이와 같이 재원규제를 반한 잉여 의 배당 등을 유효로 

보는 근거164)는, 를 들면,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서의 재원규제 반이 있는 경우

162)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65. 위 조항의 규제대상은 크게 ‘자기주식의 취득’과 ‘잉여금의 배

당’으로 대별되는데, 일본회사법에서 ‘이익배당’이 아닌 ‘잉여금의 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

가 대외적인 사업활동에 의해 획득하는 이익 이외의 재원을 담보로 회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재원규제

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71].

163)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95

164) 유효설의 논거로, ① 주주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외에, ② 일본회사법 제

463조 제1항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는 점, 

③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법리에 따라서, 회사가 양도인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양도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액을 상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의 보호에 반한다는 점, ④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 양도인이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게 됨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와 실체

주주가 다르게 되어, 의결권의 취급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해치게 된다는 점, ⑤ 재원규제에 위반하

여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유효설에 의하면 배당시의 배당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데, 배당 후의 배당재산의 시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재산을 배당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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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주와 회사 간의 2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계에 서게 된다고 

해석되고, 주주가 교부하는 주식의 회사로부터의 반환 는 그것에 상당하는 

의 반환이 있기까지는, 자신 등이 교부를 받은  등의 반한을 하지 않겠다고 주

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하

여는 학설상 재원규제 반의 잉여  배당 등의 행 를 무효로 해석하는 견해165)가 

유력하고, 무효설의 입장에서 주주가 교부받은  등을 반환하는 의무가 아닌, 

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는 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이 된다고 하는 견해

(이 견해는 주주 등은 지 의무만을 부담할 뿐 물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166))와 일본회사법 제462조의 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병존한다고 하는 견

해가 있다167). 

      일본회사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책임은, 같은 조 제2항(이사의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석된다. 그 논거로는 선의의 주주가 회사

채권자보다도 더 많이 보호될 필요성이 없는 , 일본회사법 제463조 제1항은 선의

의 주주는 회사에 하여 을 지 한 이사들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의의 주주가 지불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항이 사문화

되는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168). 이에 반하여 업무집행자, 주주총회의안제안

이사, 이사회의안제안이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회사에 한 지불의무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하여(일본회사법 제462조 제2

항), 이를 과실책임으로 본다. 나아가 재원규제에 반한 분배행 가 이루어진 경우

의 업무집행자, 주주총회의안제안이사, 이사회의안제안이사의 의무를 회사가 면제할 

수 없지만, 총주주의 동의에 따라 분배가능액을 한도로 하여 지불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인정된다(일본회사법 제462조 제3항). 한편, 분배가능액을 과한 잉여 의 배

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462조 1항의 을 액 지불한 업무집행자 등은 잉여

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에 하여 구상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선의의 주주

에 하여는 그러한 구상권을 제한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463조 제1항). 한, 채

165) 무효설의 논거로, ① 법형식적으로는, 법령위반의 주주총회 이사회결의가 무효로되는 것과 같이, 그 결의에 

기초한 회사 내부적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점, ②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주주가 일단은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본조 제1항의 규정하는 책임액이 효력발생일의 분

배가능액을 초과하는 액이 아니고, 주주가 교부를 받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의 전액인바, 취득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것인 점, ④ 강행법규위반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⑤ 자기주식취득

이 유효가 되면, 양도인이 회사에 대항 주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양도인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점, 

⑥ 일본회사법 제461조 제2항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취득조건부 주식,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취득이 무효가 

되면, 동조 제1항 열거의 잉여금의 배당 등은 더욱 무효가 되어야 하는 점, ⑦ 분배가능액을 초과되는 잉여금

의 배당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을 하회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고, 그 이외의 배당은 유효가 

되는 실익 내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66) 江頭憲治郞, 전게서, 2015, p.259

16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96

16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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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재원규제에 반한 잉여 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에 하여 그  등의 

장부가액(당해액이 회사채권자가 주식회사에 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과하는 경

우에는 당해채권액)의 지 을 구할 수 있는데(일본회사법 제463조 제2항), 이는 채

권자 권의 특칙으로 채권자 자신에게 직  을 지 할 것을 청구가 가능하다

고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이다169).

      한편, 재원규제 반이 아닌 정 에 반한 잉여  배당결의가 취소되는 등

의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하여 통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경우

에 업무집행자 등의 특별책임 는 회사채권자의 주주에 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170). 

    3. 법한 물배당과 련한 쟁 에 한 검토

      가. 법한 물배당에 따른 물 자체의 반환청구

        법한 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물을 수령한 회사에 하여 

물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회사법은 주

주가 교부받은  등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을 회사에 지불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일본회사법 제462조 제1항)하고 있고, 국회사법은 물배당의 경우에

는 분배 당시의 그 물과 동일한 가치의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CA 

§847)하여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설로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법리에 따라 법한 물배당의 경우에 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 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하에 입법론으로 법한 물배당의 반환 차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배당받은 물을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으로 반환하면 된다는 견

해가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171).

        검토컨 , 물배당이 배당재원규제에 반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일

반 인 이익배당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회사는 주주에 

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72). 그 이유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747조 제1항)173), 우리 상

법은 일본  국회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물배당

이 무효이므로 주주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원물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주주의 

선·악의 여부에 따라 반환범 가 달라짐은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이에 반

169)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221~222

170) 江頭憲治郞, 전게서, p.678

171) 이영철, 전게논문, p.213

172) 이하에서는 현물배당이 재원규제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서술한다. 현물배당이 그 이외의 

절차나 내용 위반으로 인해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현물배당을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 취소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효사유

가 되는 경우의 논의와 동일하다.

173)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2005, p.546(양창수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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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법론으로서 법률 계의 안정성  주주 간의 공평성 확보, 회사채권자의 보

호를 하여 회사에 한 반환의무의 내용을 회사로부터 교부를 받은 물 그 자체

가 아니라 일정한 의 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가 있고174), 물의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안정성

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반면 입법론으로 법한 물배당에 하여 가액반

환만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물배당이 이루어진 후 일어나는 물의 가격변동에 

한 험을 배당받은 주주에게 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결과가 반드

시 타당하지 않은 , 가액반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한 물배당은 무효라

는 입장에 서 있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175) 등에 비추어, 

이를 입법론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물배당이 무효가 되는 이상 물의 소유권이 회사로 회복되

므로 회사는 물권  청구권인 소유권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주주는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하여, 

법한 물배당을 받은 주주와 회사와 계는 결과 으로 불법원인 여와 동일한 

계에 있게 되고 그 효과로서 배당재산의 소유권이 주주에게 귀속하고 회사는 소

유권에 기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회사가 스스로 재원규제

에 반한 물배당을 하면서 상법상 지 의무에 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유권에 기한 배당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 의무를 이행한 주주의 물에 한 소유권은 주주

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76). 그러나 법한 물배

당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한다는 에서 회사에 한 물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고 할 것인데 이를 불법원인 여라거나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회사가 주주에 하여 물 신 지 을 받은 경우 회사는 물에 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입법론 으로 그러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가액반환청구

        만약 주주가 교부받은 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그 물을 회사에 반환할 

174) 이영철, 전게논문, p.214

175) 일본의 경우에 일본회사법 제462조 제1항에 관하여, 유효설은 금전 등의 교부를 받는 주주에게 특별의 법

정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설의 경우에는 주주가 교부를 받는 금전 등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부당이득에 기한 의무의 특칙으로 해

석하는 견해와 위 법조상의 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會社法 コンメン

タ-ル - 計算等[2], p.196, 200).

176) 이영철, 전게논문, 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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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주주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어떠한 기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

여는, 물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물배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진 시 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부당

이득반환청구 시 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

, 일반 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는 기 시 에 하여, 원물반환

이 성질상 애 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를 기 으로 하고, 

수익자가 후에 목 물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사후 으로 가액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때를 기 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177). 이러한 견해에 비

추어 보면 물의 멸실,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멸실 는 

처분 등의 시 을 기 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배당시 으로부터 

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해 일본회사법과 같이 

배당시 의 장부가액을 기 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변동에 한 리스크를 주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물배당의 상은 보통 주식이 될 것이고, 타회사의 주식을 배당받

은 주주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한 물배당은 무효라는 에 따라 

회사는 그 제3자에 하여도 선의취득이 아닌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

사하여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와 제3자에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병존하여 행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주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가액을 지 받은 경우 신의칙 

는 채권자의 소유권포기의사의 추정으로 인해 제3자에 하여는 그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이 상당하다.

      다. 물인 주식에 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

        회사가 물배당으로 자기주식 내지 타회사의 주식을 교부하 는데, 그러

한 물배당이 법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그 자기주식 는 타회사의 주식에 

하여 의결권의 행사 효력이 문제된다. 물배당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이상 그 주

주총회의 결의는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취소사유178)가 되고, 그 

정도가 심하여 주주 아닌 자가 부분인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179)가 될 것이다180).  

        이에 하여, 자기주식을 물로 배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취

177)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p.568(양창수 집필부분)

17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등

179)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011 판결 등

180) 송옥렬, 전게서, p.93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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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차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한 물배당이 문제되는 것은 

통상 계산서류의 허 기재나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 계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회사가 산하는 등의 사유로 밝 지는 경우가 많은 사

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거래안

을 하여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81).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행 상법상 법한 물배당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에 하여 그 주주가 행한 의결권

은 하자가 있는 의결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러한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2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고(상법 제376조 제1항), 

법원은 재량기각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79조), 법  안정성을 과도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 물인 주식에 하여 배당 등을 수령한 경우

        회사가 물배당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교부하고 그 주주가 타회사의 주식

에 따른 이익배당 등을 수령한 경우, 후에 물배당이 법하여 무효로 명되는 

경우에 그 주식에 기하여 수령한 이익배당 등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

제된다.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한 규정이지만 

원물의 반환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에 수반되는 부수  

이해조정은  조항에 따라서 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182)인바, 회사가 타회사의 주

식을 물배당하 으나 그 물배당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에 

기하여 청구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어떤 경우에나 선의의 주

주는 그 주식으로 인해 교부받은 이익배당 등을 취득할 것이지만, 악의의 주주는 

교부받은 이익배당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 물의 물에 한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가 원래 취득한 목 물에 갈음하여 취득

한 것, 즉 그 물은 반환의 상이 되는 ‘받은 목 물’로 취 되므로183), 를 들

어 주주가 회사로부터 환주식을 물로 배당받은 후에 환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로부터 환권을 행사당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회사는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그 변경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상당하

다. 

제3장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

181) 이영철, 전게논문, p.216~217

182)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p.549(양창수 집필부분)

183)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p.560(양창수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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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서론

    물배당을 통하여 spin-off 분할 등의 기업조직재편을 실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은 물배당을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의 측면

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인 분할과의 계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184), 이와 련하여, 행 상법상 물배당제도를 이용한 기

업구조조정의 차가 기존의 기업분할제도와 제도  정합성이 인정되는지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제2  행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에 한 개

    1. 의의  구분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의 업이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면서 그 업에 

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신설회사 는 승계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

는 회사의 행 를 말한다185). 회사분할의 구분하는 기 으로는, ① 회사로부터 분할

된 업이 독립하여 신설회사로 남는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회사로부

터 분할된 업이 독립성을 잃고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2 

제2항), ② 분할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인 분할과 분할신주를 분할

회사에게 교부하는 물 분할(상법 제530조의12), ③ 분할 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존속분할(불완 분할)과 분할회사가 존속하지 않는 소멸분할(완 분할), ④ 분할된 

부분을 양수하는 회사가 기존회사인 경우의 흡수분할합병과 분할된 부분을 양수하

는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의 신설분할합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종합하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분류체계가 나오게 되나, 이러한 분류를 통해 얻

어지는 실익은 거의 없고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분할은 주로 인 단순분할 

는 물 단순분할이라고 한다186). 

    2. 회사분할의 차

      가. 회사분할을 하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 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

병)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5, 6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84) 송옥렬, 전게논문(각주 63), p.72 

185) 송옥렬, 전게서, p.1223

186) 송옥렬, 전게서, p.1224. 이하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인적단순분할을 ‘인적분할’, 물적단순분할을 

‘물적분할’, 인적분할합병을 ‘분할합병’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분할회사’, 단

순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회사를 ‘승계회사’라 지칭한다[다만, 

개정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

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흡수분할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신

설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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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는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1, 2항).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에

는 분할계획 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3 제4항),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530조의3 제3항)187).

      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 하는 주주에게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2조의3), 단순분할의 경

우에는 주주의 이해 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라.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하여, 상법은 사 공시

제도로서 분할계획서 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7). 즉,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을 승인하기 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을 본 에 비치하여야 하고(제1항),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분할합병계약서 등을 본 에 비치하여야 하며(제2항), 주주 

 회사채권자는 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각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이와 같은 사 공시 이외에, 상법은 사후공시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제도의 사후공시제도를 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의6).

      마.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 소재지에서 2주 내, 지 소재지에서는 3주 내

에, 분할회사에 하여는 변경등기를, 신설회사에 하여는 설립등기를, 소멸회사에 

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528조).

      바. 한편, 분할합병에 있어서,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지분 90% 이상을 소유

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분할합병과, 승계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승계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에는 승계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인정된다(상법 제

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 

    3.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

      먼 , 분할회사, 신설회사, 승계회사는 분할  분할회사의 채무에 하여 연

책임을 지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를 배제하기 하여는 분할회사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로 연 책임의 배제를 정하고, 분할회사가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야 한

다(상법 제530조의9 제2 내지 4항). 그런데, 인 분할·물 분할의 경우에는 연 책임

을 배제하기 하여는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야 하지만(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

187) 이는 입법상 착오라는 견해는 송옥렬, 전게서, p.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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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조의5),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연 책임의 배제와 상 없이 항상 채권자보호 차

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188). 

      회사분할에 있어서 채권자보호 차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한 이의를 제출

하도록 공고하고,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하여는 개별 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하여는 변제 는 담보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보호 차의 흠결의 경우에, 인 분할·물 분할에 있어서는 

필수 인 차가 아니므로 연 책임 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하게 되

지만189),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필수 인 차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분할무효의 원인

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90).

    4. 회사분할의 효과

       회사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 는 분할합병계약

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 으로 포 승계되는데(상법 제530조의10), 이는 재산의 

이 차  채무인수 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분할등기일에 자동 으로 승계된다

는 의미를 가진다.  

  제3  분할형 기업조직재편에 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가. 기업조직재편성에 한 세법 규정

        미국에서는 어떠한 주법에서도 회사분할에 한 규정이 없는 신191)[다만, 

1988년 펜실베니아주 회사법(Pennsylvania Business Corporation Law) 개정  

2002년 텍사스주 사업조직법(Texas Business Organization Code) 제정으로 인해 

 두 주에서는 인 분할에 한 독립 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192)], 세법 차원

에서 분할형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IRC Subchapter C에서는 ‘기업조

직재편성(reoraganization)'을 규정하고 있는데, IRC §368(a)(1)에서는 7개 형태

[acquisitive reorganizations(Type A, B, C), divisive reorganizations(Type D), 

internal restructuring(Type E, F, G)]의 회사조직재편성을 규정하고 있다193). 

      나. 회사분할을 하는 이유

        미국에서 회사분할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한다. 먼 , 독 규제나 그 

188) 송옥렬, 전게서, p.1226

18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등

190) 송옥렬, 전게서, p.1229

191) Siegel, Stanley, When Corporations Divide : A Statutory and Financial Analysis, 79 Harvard Law 

Reiview 534, 1965~1966, p.536

192)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1, p.268~269

193) Block, Cheryl D., 전게서,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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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연방정부 는 주정부 등으로부터 부과되는 법  제한에 따르기 하여 하는 

경우가 있고, 한 회사의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지 주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한 것도 있으며, 회사가 하나의 회사일때보다 분할로 인하여 외부자 의 펀딩 등

에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합병 거래(aquisitive transactions)

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비우호 인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한 수단으로 쓰

이는 경우도 있다194).

        세법 인 에서 회사분할은 과세 상인 회사분할(taxable division)과, 

과세혜택 상인 회사분할(tax-free division)로 나 어진다. 자의 회사분할의 방법

으로는, 호텔 비즈니스와 스토랑 비즈니스를 하는 2인 주주의 회사가 있다고 가

정할 경우, 먼  호텔 비즈니스 자산을 한 주주에게, 스토랑 비즈니스 자산을 다

른 주주에게 해산하면서 분배하는 방법(liquidating distribution)이 있다. 한, 호텔 

자산만을 한 주주에게 분배해주는 방법(nonliquidating distribution)도 있다. 마지막

으로, 회사가 한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가로 호텔 비즈니스 자산을 교부하는 

방법(redemption of all of shareholder's stock)도 있다. 이에 반하여, 과세혜택 상

인 회사분할은 IRC에서 ‘분할형 조직재편성(divisive re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IRC §355와 §368(a)(1)(d)(Type D)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95). 자세한 

요건에 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다. spin-off, split-off, split-up 분할

        비과세 상이 되는 분할형 조직재편성에는 spin-off, split-off, split-up의 

세 종류가 있다. 

        spin-off 분할은 회사의 물배당(dividend)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dividend)하게 되는데, 그 자회사는 신생회사이든 

이미 존재하던 회사이든 계없다. 주주는 보통 지분비율 로 자회사의 주식을 배

당받으며 회사에 하여 그 가를 지 하지 않는다. 

        split-off 분할은 부분  자기주식취득(partial stock redemption)과 연 된 

분할이다. spin-off 분할과 그 형태가 비슷하지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으로 취득하게 된다. 자회사의 주식이 주식비율 로 분배될 

수도 있지만, 보통 split-off 분할에서는 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자회사의 주식이 

분배된다. 

       split-up 분할은 해산에 따른 분배(liquidation distribution)와 련된 분할이

다.  분할로 인하여 원래의 모회사가 효과 으로 사라지게 된다. 모회사는 먼  

194) Block, Cheryl D., 전게서, p.499

195) Block, Cheryl D., 전게서, p.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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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을 두 개나 그 이상의 새로운 회사에 이 하고 그 가로 자회사들의 주

식을 지 받는다. 그 자회사들의 주식은 다시 모회사의 주주들에 하여 모회사 주

식들과 교환으로 분배된다196).

      라. 회사분할의 차

        1) 미국에 있어서 회사분할의 차에 하여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부분

의 주법에서 회사분할 차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분할

의 각 단계마다 련된 법  차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의 회사분할

은, 두 단계의 차를 밟게 되는데, 먼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주식과 교

환으로 모회사의 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하는 차를 밟고, 그 후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차를 밟게 된다197).

        2) 첫 번째 차와 련하여, 미국의 부분의 주법은 회사가 자산을 양도

함에 있어 부 는 부분(all or substantially all)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행 가 

통상의 사업상 거래(usual and regular course of business)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198), 이에 더하여 완 자회사에 한 모회사의 

자산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하는 법제를 채택한 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자의 로는 뉴욕주 회사법(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이하 NYBC이라 한다)이 있는데199), 회사가 자산의 부 는 실

질 인 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통상의 사업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들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며 

정 규정으로 의결정족수를 1/2로 완화할 수 있다고[NYBC §909(a)] 규정한다200). 

자산의 ‘ 부 는 실질 인 부’의 양도 부분과 련하여 split-up 분할의 경우에

는 거의 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지만, spin-off  split-off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

할 것인지의 단이 쉽지만은 않다201). ‘통상의 사업상 거래’ 요건에 하여도 법원

에서 명시 으로 단한 바는 없으나 공장에 한 relocation plan 등이 이에 해당

196) 이상의 내용은, Block, Cheryl D., 전게서, p.504~506

197)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36 이하

198)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37, 541

199) 또한,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또한 양도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자산

양도 조직재편(sale-of-assets reorganization)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자산양도와 구별되는 조직재편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도 필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배권이 희석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CCC §181, 1001, 

1200 이하)(황남석, 전게논문, p.272~273).

200) 황남석, 전게논문, p.271

201)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39. 한편, In the Matter of Timmis 200 N.Y. 177, 93 N.E. 522(1910)에

서는 인쇄회사가 전체 자산의 1/13을 차지하는 달력 사업분야를 양도하는 것을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양도로 본 반면, Klopot v. Northrup 131 Conn. 14, 37 A.2d 700(1944)에서는 코르셋 제조회사가 

주술용 코르셋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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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는 례202)에 비추어 기업조직재편을 한 양도는 그러한 거래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203). 

          후자의 로는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있는데, 모범회사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회사의 자산거래에 한 규정(MBCA §12.01)을 

두고 있으면서, 그  하나로 양도회사가 회사 자산의 부 는 일부를 완 자회

사에게 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결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MBCA §12.01(3)], 물출자의 결과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보유 이외에는 다른 의미 있는 계속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주총회결

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MBCA §12.02(h)]한다.204) 한편, MBCA §12.01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요한 계속  기업활동이 없게 되는 경우(without a significant 

continuing business activity)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A §12.02(a)].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양도회사가 자산의 부 는 실질 인 

부를 처분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DGCL §271(a)]205) 양도회사가 완 자회사에게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DGCL 271(c)]206). 

        3) 두 번째 차인 자회사주식의 분배에 하여 보건 , spin-off 분할의 

경우에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물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와 련된 차

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물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재원규제를 받는다고 

한다207). split-off 분할의 경우에는 부분  자기주식취득(partial stock redemption)

이 필요한데, 자기주식취득 한 일반 으로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 의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을 받고[MBCA §1.40(6), 6.40, DGCL §160]208), 보통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split-up 분할

의 경우에는 회사해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론 으로는 회사해산이 물배당이

나 자기주식취득보다 간단해보이지만, 회사해산을 한 주주총회의 승인209)을 얻기

202) In the Matter of Avard, 5 Misc. 2d 817, 144 N.Y.S.2d 204(Sup. Ct. 1955) 등

203)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43~545

204) 황남석, 전게논문, p.270~271. 한편, 

205) Gimbel v. Signal Companies 316 A.2d 599(Del.Ch.1974)는 회사가 석유사업부문을 매각한 사안에서 이

를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양도라고 보지 않은 반면, Katz v. Brehman, 431 A.2d 

1274(Del.Ch.1981)는 철강 제품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생산품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사

업부문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양도라고 보았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양

적인 고려 뿐만 아니라 그 사업부문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도 고려한다고 한다

(Bainbridge, Stephen M., 전게서, p.343~345).

206) 황남석, 전게논문, p.272

207)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47

208) Bainbridge, Steven M., 전게서, p.429~431. 한편, 구 모범회사법[MBCA(1959) §5]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을 한 후 즉시 그 금고주(treasury stock)의 발행을 취소(cancel)하는 경우 그 금고주에 

배분되었던 이익잉여금이 복귀되므로, split-off를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배당재원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iegel, Stanley, 전게논문,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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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고, 회사채권자나 우선주의 주주들이 보통주주들에 비하여 자신들의 우선

인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분할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210). 

      마. 주주 보호방안

        미국에 있어서 회사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한 보호방안으로는 회

사분할 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반 하

는 주주들에 하여 주식매수청구권(the appraisal remedy)이 인정된다21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완 자회사에 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는 법제[모범회사법212)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더욱이 델

라웨어주 회사법은 회사합병의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DGCL 

§262) 자산의 양도에 하여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213)]에서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법제[뉴욕주 

회사법214) 등]에서도 기업조직재편을 한 자산의 양도가 자산의 ‘ 부 는 실질

인 부일 것’  ‘통상의 사업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의 결의의 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 주주들에 하여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215). 한편,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분할 과정에

서 자산양도 차에서만 인정되고, 자회사주식을 분배하는 차에서는 인정되지 않

는다216).

        그 이외에 회사분할에 반 하는 주주들은 형평법상 구제방안(equitable 

relief)(하지만 이러한 구제방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분할에 있어

서 어떠한 경우에 용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이나 선량한 리자의 주의

의무(fiduciary duties)를 반한 회사 경 진에 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통하

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217).

      바. 채권자 보호방안

209) 뉴욕주 회사법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NYBC §1001(a)], 델

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회결의 및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주

들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DGCL §275(a)(b)(c)],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CCC §1900(a)]에 회사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황남석, 전

게논문, p.278~279).

210)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49

211)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3

212) MBCA §13.02(a)(3), 12.02 참조. 한편, 모범회사법은 split-up 분할의 경우 실시하게 되는 잔여재산분배에

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황남석, 전게논문, p.284).

213) Bainbridge, Stephen M., 전게서, p.352

214) NYBC §910(a)(1)(B)

215) 한편,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회사분할 과정 중에 ‘조직재편 규정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

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CCC §1312(a)/황남석, 전게논문, p.284).

216)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3

217)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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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에 있어서 채권자보호방안에 한 고려는 다고 한다. 채권자는 

그 회사분할이 법에서 정한 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자산의 양도 등 회

사분할 차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기  거래에 하여는 채권자에 

하여 법 인 구제 는 형평법상 구제가 인정된다고 한다218). 즉, 사기  양도

(fraudulent conveyance)에 한 규제(spin-off 등으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경우 

채권자 도는 산 재인이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에 의

한다219). 한 분할된 새로운 회사가 구 회사의 계속  업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명시 인 약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 회사가 구 회사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다220).

        회사분할을 함에 있어서 채무 분담에 한 명시 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그러한 명시 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회사해산과 련하여서는 

법에서 주주들에 우선하여 회사 채권자들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해산 차가 아닌 차를 거치는 경우(spin-off, 

split-off)에 그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 분할회사, 승계

회사 모두 연 책임(liable jointly and severally)을 지게 하되, 신설회사/승계회사가 

이 받는 자산을 한도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이러한 을 고려하여, 채권분담에 한 명시 인 합의를 미리 하는 것이 권고된다

고 한다221).

        그 외에, 회사채권자와 회사간의 계약교섭에 따라, 채권자가 스스로 보호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즉, 순자산유지조항, 투자제한조항, 그 외의 재무상의 특

약을 정하는 것이 지 않고, 나아가 회사가 그 자산의 부 는 실질  부를 

그 형식의 여하를 묻지 않고 제3자에 이 하는 것은 당해자산을 승계하는 제3자가 

채무자로서 회사의 채무 는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요하는 취지의 조항(successor 

obligor clause)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222).

        한편, 회사 채권자가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채권자가 회사에 

하여 그 후에 취득하는 회사의 재산에 하여도 담보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취지의 

약정(after-acquired property clause)을 맺은 경우223) 이러한 약정의 효력은 신설/승

218)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7

219) 노혁준, 회사 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BFL 제3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p.19

220)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7

221)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7~558/한편, 미국 판례법은 예외적으로 ① 양수회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

시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② 거래가 합병 또는 기업결합과 다를 바 없는 경우, ③ 양수회사가 양도회사

의 계속(continuation)에 불과한 경우, ④ 해당거래가 양도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적인 경우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수회사에 대하여 양도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한다고 정리하는 견해

도 있다(황남석, 전게논문, p.285).

222) 林本滋 編,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商事法務, 2014, p.237~240

22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례는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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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회사에 미치지 않고 신설/승계회사가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에 하여 담보의 효

력이 미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다만, 외 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주법으

로 신설/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약정을 승계한다고 정할 수 있다고 한다224).

    2. 일본

      가. 회사분할제도 개

        일본회사법 제5편 제3장은, 회사분할에 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일본회사

법상 회사분할에는, 회사가 그 사업에 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무의 부 는 

일부를 당해회사로부터 기존의 회사(흡수분할) 는 설립하는 회사(신설분할)에 승

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회사법은, 흡수분할과 신설분할의 2종류의 회사분할을 

인정하고, 흡수분할에 하여는 ‘주식회사 는 합동회사가 그 사업에 하여 보유

한 권리의무의 부 는 일부를 분할 후 다른 회사에 승계되는 것’(일본회사법 제2

조 제29항), 신설분할에 하여는 ‘하나 는 둘 이상의 주식회사 는 합동회사가 

그 사업에 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무의 부 는 일부를 분할에 따라 설립하

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일본회사법 제2조 제30항)으로 정의한다225). 회사분할의 

상이 되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업양도의 경우와 같이 개별 인 승계·이 이 

아닌, 승계회사 는 설립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체로서 일 하여 승계된다226). 

      나. 물 분할/인 분할

        2005년 개정  일본상법 하에서는, 물 분할 는 인 분할에 하여 명

문의 규정이 있었고, 해석으로 ‘ 간형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 다. 그런데 일본회사

법은 인 분할이라는 법률구성을 폐지하고, 회사분할을 물 분할로 일원화하 다. 

인 분할 는 간형분할을 실행하기 하여는 분할회사를 통하여 ‘ 부취득조항

부종류주식의 취득’ 는 ‘잉여 배당’이라는 법률구성에 따라 승계/설립회사의 주식 

등의 분할 가를 분할회사의 사원에 교부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는, 분할주식회

사의 채권자를 상으로 채권자이의 차를 밟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에

(일본회사법 제789조 제1항 제2호, 제810조 제1항 제2호), 분할 가가 승계/설립회사

의 주식만인 경우에는 분배가능액규제는 용되지 않는다(일본회사법 제792조, 제

812조). 한, 분할 가의 일부를 분할회사에, 나머지를 분할회사의 주주에 교부하는 

간형분할은, 일본회사법 하에서도, 분할 가의 일부를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는 잉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분할회사의 주주에 교부·배당하고, 나머지를 분

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

22858 판결 등).

224)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8

225) 회사분할의 당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할회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한하는 것에 대

하여, 지분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형태가 승계회사, 설립회사가 될 수 있다.

226)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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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회사에 교부·배당함으로써 실질 으로 이행가능하다고 한다227). 

        이와 같이 일본회사법에서 물 분할만을 규정하고 인 분할과 간형의 회

사분할을 폐지한 것은, 회사분할의 가 는 잉여 배당의 상재산의 유연화를 

인정하고, 승계회사의 주식 이외에  는 그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한 일본회사법 하에서는, 인 분할과 간형의 회사분할을, 회사분할의 

상자산 등을 단순히 매각하여 잉여 의 배당 등에 따라  등을 분배하는 경우와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28). 이에 하여, 실질 으로 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을 근거로 입법론 으로 인 분할도 회사분할제도로 편입하여 각 유

형에 맞는 한 규율을 다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229).  

      다. 물 분할의 차

        일본회사법의 회사분할 차는 크게 흡수분할과 신설분할로 별된다. 흡수

분할의 경우에는 흡수분할계약이 체결되고, 신설분할회사는 신설분할계획을 작성하

게 되는데, 흡수분할계약  신설분할계획은 주주총회에 있어서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본회사법 제783조 제1항, 제795조 제1항, 제804조 제1항, 제

805조, 제309조 제2항 제12호).   

        흡수분할계약 당사회사  신설분할회사에 있어서, 회사채권자이의 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흡수분할에 있어서는 흡수분할 후 분할회사에 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분할회사의 채권자  승계회사의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신설분할에 있어서는 신설분할 후 분할회사에 하여 채무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없는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그러한 채권자이

22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241

228)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322

229)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242~243

    한편, 일본에서는 무대가분할에 관한 논의가 있다. 무대가분할이란 자회사를 분할회사로, 모회사를 승계회사

로 하는 흡수분할 형태인데, 일본회사법에 의하면 신설분할(일본회사법 제763조 제6호)과 달리 흡수분할(일본

회사법 제75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무대가분할을 허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대가

분할에 있어서, 분사형분할(물적분할)의 규율을 적용받으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흡수분할회사로부터 재산이 

유출한 것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채권자이의절차등의 규율을 적용 내지 유추적

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데, 입안담당자는 이를 물적분할로 보고 있으므로 물적분할에 

적용되는 채권자보호 규제가 충분한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특히 100% 모자

회사간에 완전자회사가 분할회사가 되는 무대가흡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을 무대가의 물적분할이라고 

보는 견해, 대가가 실질적으로 분할회사의 주주인 모회사에 교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인적분할로 보는 견

해, 은닉된 잉여금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 그 법적성질결정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다[會社法 コ

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244~245].

     우리나라에서 무대가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특별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법 제530조의5, 6의 각 

규정에 의할 때 무대가분할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 무대가분할을 인적분할의 한 

형태로 보는 경우 그 실행방법을 분석하면, 모회사가 100%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

가로 교부하고 자회사는 다시 그 모회사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武井一浩, 전

게논문(각주 103), p.683]. 현행 상법 하에서도, 자회사를 분할회사, 모회사를 승계회사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

시한 이후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모회사에 현물배당하는 방법으로 무대가분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물적분할은 간이분할합병으로 취급된다. 채권자보호에 있어서는 물적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가 요

구되고, 나아가 자회사의 배당재원규제에 따른 채권자보호도 도모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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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는 흡수분할의 경우 그 효력발생일까지, 신설분할의 경우 신설분할의 등기까

지 각 종료되어야 하고230),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고기간을 1개월 이하

로 하지 못한다(일본회사법 제789조, 제799조, 제810조, 제924조). 채권자이의 차에 

있어서 각 별의 최고가 이루어 질수 있었는데 최고를 받지 못한 분할회사의 채권자

는 흡수분할계약/신설분할계획에 따라 분할 후에 분할회사에 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분할회사에 하여 당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고(일본회사법 제759조 제2항, 제764조 제2항), 각 별의 최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흡수분할계약/신설분할계획에 따른 분할 후에 승계/신

설회사에 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승계/신설회사에 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당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일본회사법 제759

조 제3항, 제764조 제3항)231).

        한, 반 주주의 보호를 하여 간이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

청구 차가 이루어진다. 흡수분할회사에 있어서는 흡수분할을 하는 취지 는 흡수

분할의 상 방의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을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의 20일 까지 주

주에 통지하고, 신설분할회사에 있어서 간이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설

분할을 하는 취지 는 설립회사의 상호, 주소 등을, 신설분할계획의 승인결의의 일

로부터 2주간 이내에 주주에 통지한다. 주주에 한 통지는 공고로 체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는 기간은, 흡수분할의 경우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일부터 

효력발생일 일까지 사이이고, 신설분할의 경우는 통지 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의 사이이다(일본회사법 제785조, 제797조, 제806조). 한편, 회사분할에 있

어서 신주 약권자에 하여 일정한 경우에 신주 약권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일본회사법 제787조, 제808조).

        분할회사는 흡수분할계약/신설합병계약 등 비치개시일로부터 효력발생일 

후 6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에, 본 에 법정의 사 개시서류, 자 기록을 비치

하여야 하고(일본회사법 제782조, 제794조 제803조), 분할회사와 승계/신설회사는 흡

수분할의 효력발생일 는 신설분할설립회사의 성립 후 지체없이 공동으로 법정의 

사후개시서면, 자  기록을 작성하고, 효력발생일/회사성립일로부터 6개월간 당해

230) 2005년 개정전 일본상법 하에서와는 다르게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채권자이의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차의 개시시기에 관한 규정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231) 한편, 흡수분할에 있어서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흡수분할을 중지하는 경우에, 흡수

분할의 효력 발생 등에 관하여 정한 일본회사법 제759조 제1 내지 5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

정이 존재한다(일본회사법 제759조 제6항). 그것에 대하여 신설분할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바, 흡수분할의 효과는 흡수분할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효력발생일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신설분할의 효과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 즉 그 설립 등기일에 발생하는 차이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 신설분할의 

경우에는 신설분할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분할의 

효력은 신설분할무효의 소에 따라 다투어야 된다고 한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

式交換等[1], p.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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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는 자  기록을 그 본 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회사법 제791조, 

제811조)232).

      라. 인 분할의 차

        일본회사법에 따른 인 분할의 요건, 차에 하여 보건 , 흡수분할의 경

우에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에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는 잉여 의 배

당을 행한다는 취지의 흡수분할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신설분할의 경우에는 신

설회사 성립일에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는 잉여 의 배당233)을 행한다

는 취지를 신설분할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각각의 수단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회사법 제758조 제8호, 제763조 제12호). 즉,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일본회사법 제171조 제1항, 제309조 제2항 제3

호), 잉여 의 배당으로서 승계/신설회사의 주식을 물배당하는 때에도, 분배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일본회사법 제

454조 제4항, 제309조 제2항 제10호).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분할의 가가 승계회사

의 주식에 한하는 때에는 분배가능액규제의 용이 제외된다(일본회사법 제792조, 

제812조). 물 분할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분할회사에 한 채무의 이행청

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하여 채권자이의 차를 요구하지 않지만, 분

할회사가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신설회사 성립일에 잉여 의 배당 는 부취득

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의 가로서 승계/신설회사의 주식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배가능액의 규제의 용을 배제하는 한편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상으로 채권

자이의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일본회사법 제789조 제1항 제2호 호, 제810조 제1

항 제2호 호).

        분배가능액규제의 용이 제외되기 하여는, 분할의 가로서 교부되는 

승계/신설회사의 주식이 흡수분할회사의 주주에 교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분할회사로부터 분할 가로서 취득하는 승계/신설회사의 주식 이외의 재산에 있어

서, 분할회사의 주주에 잉여 의 배당으로서 교부하는  등(분할회사의 주식은 

제외)의 합계액으로부터 승계/신설회사의 주식의 가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액이 

5% 보다도 은 경우에 승계/신설회사주식 이외의 재산은 승계/신설회사의 주식에 

232) 이상의 내용은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289~291, 369~371

233) 잉여금의 배당이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인적분할을 행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을 

요하는 것이 된다(일본회사법 제445조 제4항). 그 점은, 2005년 개정전 일본상법 하에서 인적분할과는 다른 

것인데, 입법론으로서는, 인적분할제도를 회사분할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위치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승계/신설회사의 주주자본의 액수에 관하여는, 공통지배 하의 거래인 분할형흡수분할/신설

분할의 경우에 있어서는, 흡수형/신설형 재편대가의 전부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인 때에는, 분할형흡수분할/

신설분할에 의하여 변동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액수를 각각 당해 승계/신설

회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액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 2005년 개정 전 일본상법 하에

서의 인적분할과 같이 분할회사에 계상되었던 주주자본의 내역을 적절히 분배한 액수를 승계/신설회사에 계상

하는 것이 가능하다(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324~325,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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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취 된다(일본회사법 제758조 제8호, 제763조 제12호, 일본회사법 시

행규칙 제178조)234).

      마. 안분형/비안분형 인 분할

        인 분할은, 종래의 지분비율에 응하여 승계/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안분형과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는 비안분형의 회사분할로 나뉘어진다. 2005년 개정

 일본상법 하에서는 인 분할에 있어서 주주 원의 동의에 따라 비안분형의 회사

분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일본회사법 하에서도 주주의 동의를 

득하면 비안분형의 잉여 배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인 분할

제도가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배가능액규제의 용을 피해가는 잉여 배당

과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따라 비안분형의 사실상의 인 분할을 이행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회사분할과 다른 법률구성, 를 들어, 분할 후에 분할회사

가 일부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하는 것 

등에 의하여, 비안분형의 인 분할과 같은 효과를 실 할 수 있다고 한다235).

    3. 독일236)

      가. 개

        독일에 한 기업의 조직재편에 한 법  근거는, 1995. 1. 1. 시행된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esetz, 이하 ‘UmwG'라 한다)에 있다.  법의 목 은 조직

재편의 몇 가지의 형태에 하여 한 수단을 제공하고, 소수  사원과 회사채권

자를 히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회사분할은, 소멸분할

(Aufspaltung), 존속분할(Abspaltung) 는 분리독립(Ausgeliederung)에 따라 이루

어진다. Aufspaltung은 한 회사가 그 재산을 둘 이상의 회사에 이 하고 그 분할회

사는 소멸하며, 분할회사의 사원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UmwG 

§123(1)]. Abspaltung은 회사의 재산 일부만이 기존의 회사 는 신설회사에 이 하

234)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322~324, p.388~390.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식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같지만, 취득의 대가

로서 분할회사의 주식이 교부되는 경우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일본회사법 시행규칙 제178조). 분할대가의 

유연화를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주주들에 대하여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고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조

정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교부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인데, 이는 취득대가 또는 배당재산으로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재산의 합계액의 5%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한도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식의 교부가 인정되고 있다(일본회사

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2항). 그 경우에 관하여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식은, 분할대가로서 취득하는 것인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것인지, 소위 모집주식의 발행에 따른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의 취득대가로서 당해회사의 주식의 교부가 인정되는 것(일본회사법 제171조 제1항 제1호)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회사재산의 주주에 대한 환원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 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하여, 잉여금배당의 경우에는 원래 자기주식을 잉여금배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회사주식의 교부를 할 수는 없다.

235)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組織変更,合倂,会社分割,株式交換等[1], p.324, 390

236) 이 부분은 リュ-ディガ-·ファイル/[譯]正井章筰, 企業の組織再編における株主, 債權者およひ勞動者の保護 -

ドイツの法規制-, 商事法務 1095號, 商事法務硏究會, 2011, p.34~47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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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분할회사는 존속하며 분할회사의 사원은 재산을 양수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

한다[UmwG §123(2)].  Ausgeliederung은 존속분할과 같은 형태로 재산의 일부가 

이 하지만 분할회사가 재산을 양수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UmwG §123(3)]. 

      나. 주주보호방안

        독일조직재편법은 주주 보호의 측면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먼 , 

주주는 조직재편에 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에 한 조직재편에 

하여 투표에 참가하여 합리 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인 독일주식법상의 해설청구권(AktG §131)에 더하여, 조직재편법은, 조직재편에 

참가하는 모든 이사는 서면에 따라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

하고 있다[Spaltungsbericht. UmwG §127, 8(1)(2)]. 한, 조직재편법은 사원의 보호

를 하여 조직재편계약이 문지식을 가진 검사인(Prüfer)에 의하여 검사되지 않으

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UmwG §125, 9). 검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회사 

 경 자로부터 독립된 지 에 있고, 그 검사사항은 교환비율이 한지 여부에 

까지 미치며, 기업가치 는 교환비율 등이 히 산정되었는지에 하여 서면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조직재편계약은 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흡수합병 는 소멸분할의 경우, 재산양수회사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UmwG §125, 13), 그 결의는 최소한 기본자본 (Grundkapital)의 3/4의 다수가 필

요하다고 한다(UmwG §125, 65)237). 한, 사원의 재산권의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사

원에 하여 추가지 청구권(bare Zuzahlung, UmwG §15)238)  에 따른 

상(代償)과 교환하여 회사로부터 퇴출할 수 있는 보상제도(Barabfindung, 

§29)239)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사원은 회사의 기 이 조직재편법으로부터 발생하

237) 구체적으로 안분비례적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의 분할결의는 기본자본의 3/4 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는데, 정

관에서 그 요건을 가중하거나 별도의 요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UmwG §125, 65(1)]. 그리고 승

계/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총자본의 9/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신설회사의 주주총회의 

분할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UmwG §125, 62(1)]. 비안분비례적 분할의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분

할회사 주주들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승계/신설회사의주식이 소수주주에게 근소한 비율로 할당되고 특정의 

주주 또는 주주집단에게 부당하게 집중됨으로써 당해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분할의 승인에는 분할회사 총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UmwG §128)(김동민,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p.50~51).

238) 금전추가지급청구권의 배경에는 양도회사의 사원이 조직재편의 결의에 대하여 교환비율이 부적절함을 이유

로 소를 제기하는 권리를 독일조직재편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다[UmwG §14(2), 125]. 즉, 독일조직재

편법은 그러한 소를 배제하는 이유는 조직재편의 발효가 평가문제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소송에 따라 지연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사원은 조직재편결의에 대하여 소를 대신하여, 양수회사에 대하여 금전추가

지급을 구하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청구권은 독자의 절차, 즉 심사절차에 따라 행사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 절차의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リュ-ディガ-·ファイル/[譯]正井章筰,, 전게논문, 

p.38).

239) 조직재편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출하는 사원의 권리가 극히 중요한데, 독일조직재편법은, 양수회사에 대

하여 조직재편결의에 이의를 진술하는 지분보유자의 지분을 적절한 대상과 교환하여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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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에 반하는 경우 그 기 에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

하다.

       다. 채권자보호방안

         독일조직재편법은 채권자의 보호측면에서도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먼 , 독일조직재편법은 채권자에 한 담보제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조직재

편에 참가한 회사의 채권자는 조직재편의 등기 후 6월 내에 채권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 요건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받

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UmwG §125, 22(1)]. 채권의 기한이 도래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

이 조직재편에 따라 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의무는 조

직재편에 참가한 회사에 과잉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데, 그 이유

는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기 어려운 채권자에 한하여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일조직재편법은 분할 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하여 회사분

할에 참가한 모든 회사에 연 채무자로서의 책임(gesamtschuldnerische Haftung)을 

정하고 있다[UmwG §132(1)(2)]. 양도회사는 그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분할하는가

를 원칙으로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채무가 할당되지 않은 회사는 분

할 후 5년 경과 에 변제기한이 도래하고, 청구권이 법 으로 확정된 채무에 하

여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UmwG §133(3)], 결과 으로 분할에 참가한 회사의 책

임은 원칙 으로 분할의 등기 후 5년간에 한정된다. 다만 독일조직재편법은 채무자

(분할에 참가한 회사) 에 하나의 회사가 채권자에 변제한 경우에 하여, 그 채무

자들 사이의 조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라. 노동자보호방안

        독일에 있어서 조직재편은 노동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노동자 보호의 

에서 노동자가 조직재편에 한 정보를 포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독

일조직재편법은 조직재편계약서 등에 노동자에 한 조직재편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UmwG §126(1)11]. 한 회사는 분할계약서 등을 늦어도 주

주총회의 개최 1개월 에 경 의회(Betriebsräte)에 송달하도록 하고,  경

의회는 독일경 의회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기하여 정보인수권 

있다. 그것의 대상(代償)은, 합병계약 또는 회사분할계약에 관하여 제시되는 않으면 안되는데, 원칙으로서 금

전으로 급부되고, 일정의 경우에는 양수회사의 지분으로 급부된다(UmwG §29, 25). 대상이 적절한가 아닌가

는, 조직재편 검사인에 따라 검사되지 않으면 안된다(UmwG §30(2), 125, 9). 독일조직재편법은 그 외의 규

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지만, 그 문제는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リュ-ディガ-·ファイル/[譯]正井章筰,, 전게논

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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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4  행 상법상 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011년 개정상법은 물배당을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규

정도 두지 않고 있는바, 행 상법 아래에서 미국 는 일본의 회사법제와 같이 

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이 가능할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 구체

인 요건과 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래에서 분석해본다.

    2. spin-off 분할의 효용성

      가. 미국에서의 논의

        미국에서는 spin-off 분할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pin-off 분할은 회사가 다양한 사업부분을 축소하고 집 도를 증가시키는 방편 

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spin-off 분할은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주

식비율 로 분배하는 것인데, 이는 자산의 매각 는 자회사 분리매각(carve-out)과 

같은 다른 형태의 기업분할(divestiture)과는 달리 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는 

에서 다르다고 한다. 일반 으로 회사가 spin-off 분할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가

가 상승하고 주주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실증 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로는 ① 채

권자들로부터 주주들에게로의 부의 이 , ② 세제 문제와 그 밖에 규제로부터의 혜

택, ③ 인센티  계약의 재구성(크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있어서, 주가

는 어떤 한 사업부의 이사의 생산성에 한 아주 복잡한 시그 이 될 수 있지만, 

spin-off 분할을 통한 사업부문의 분리는 개별  사업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거

로 경 진에 한 보상을 함으로써 경 진의 인센티 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다), ④ 집 효과의 증가와 부정 인 시 지 효과의 제거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안으로 Information hypothesis가 있는데, 이는 spin-off가 

회사의 여러 다른 사업부문에 한 수익성과 운 효율성에 한 정보불균형을 감소

하게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spin-off 분할이 그 사업부문을 분할하게 됨으

로써 각 사업부문의 수익성과 운 효율성에 한 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

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spin-off 분할 이후 주가의 증가가 

상될 뿐만 아니라 정보불균형 해소 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spin-off 분

할 이후 회사의 시장가치가 더욱 투명해지기 때문에 외부자 을 더욱 용이하게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 하에, 보통 정보불균형이 존재하고 기업다각화가 많이 

된 회사가 spin-off 분할을 할 개연성이 높고, 한 장래에 큰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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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으로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회사가 spin-off 분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

는 spin-off 분할을 통해 회사는 정보 문제를 감경시키고 이로 인하여 외부 자본시

장으로부터 더욱 용이하게 출자를 받기 해서라고 한다240). 

      나. 검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

나라 회사들의 경우에도 한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spin-off 분할 뿐만 아니라 행 상법에 따른 인 분할을 통하여도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 부

분 지주회사화, 계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spin-off 분할이 

어떠한 효용을 가지게 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행 상법상 인 분할 제도과 비교하여 spin-off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행 상법 하에서 

spin-off 분할은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분할의 규모에 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분할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보호 차를 거치지 않는 등 신속, 간이한 분할을 실

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할의 규모에 제한이 없는 분할을 실시하기 하여는 

상법상 인 분할의 차를 거치고, 배당가능이익의 규제, 즉 분할의 규모에 한 규

제를 받지만 비교  간이, 신속한 차를 거쳐야 하는 분할의 경우에는 spin-off 분

할 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  two track의 차  선택권을 부여하여 

조직재편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행 상법상의 spin-off 분할의 허용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개정상법은 물배당을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에 하여 우리 행 상법은 엄격

한 인 분할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인 분할제도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

호 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과 행 상

법상 인 분할제도 사이의 ‘정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무구

조  기업조직재편의 유연화 등 개정 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spin-off 분할에 

따르는 각 차를 수하는 한 물배당에 의한 spin-off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41)242). 

240) Krishnaswami, Suhda/Subramaniam, Venkat, Information Asymmetry, Valuation, and the Corporate 

Spin-Off Decision, Jounal of Financial Economics 53, 1999, p.74~79

241) 송옥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49호), 한국기업법

학회, 2012, p.54/임정하,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48집, 2012,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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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 상법에 의한 spin-off 분할의 차 분석

      가. 차의 개

        그 다면 행 상법 아래에서 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을 실시하기 

하여는 어떠한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살펴 본다.

        1) 물 분할/ 물출자/ 업·자산양도

          먼 , spin-off 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①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부문

을 단순 물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②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부문 는 회

사재산을 물출자하여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③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

사에 하여 그 사업부문 는 회사재산을 양도하는 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 물 분할의 경우(①)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에 하여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2, 제

530조의3, 제530조의5). 이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 하는 주주에게는 주

주의 이해 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

우에 모회사와 자회사는 모회사 채권자에 하여 연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배제

하기 하여는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243). 

이 경우에 자회사는 그 사업부문을 포 승계하게 된다. 

          물 분할이 아닌 사업부문 는 회사재산을 물출자하여 새로운 자회사

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자회사에 사업부문 는 회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②, ③)에

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 업의 부 는 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242) split-off 분할은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신설한 후 자회사주식을 자기주식의 

취득대가로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의 방

법과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의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상법상 배

당가능이익으로 한 자기주식취득의 대가로 자회사주식 등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하여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

각되고, 자기주식을 취득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결정권한은 spin-off 

분할과 거의 동일하다(상법 제341조 제2항, 제462조 제2항). 후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경우 그 대가로 자

회사주식을 교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가능하지 않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

우에 그 결정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  

      split-up 분할은 회사가 사업부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수 개의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회사가 해산하면

서 그 자회사주식을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8조). 잔여재산의 분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주주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 주주는 자회사주식을, 나머지 주주는 

다른 자회사주식 또는 금전을 분배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43) 한편,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분할회사의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물적분할시 분할회사

는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에 대응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게 되므로 분할로 인한 책임재산의 

변동은 크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물적분할로 인해 설립된 신설회사에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변제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노혁준, 전게논문, p.22, 26 

    또한, 물적분할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자회자 주식 또는 승계회사 주식으로 바뀌는 것의 효과는,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원래 분할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후순위가 된다는(structurally subordinated) 정도에 불

과하므로 현재의 연대책임 & 채권자보호절차의 구조를 폐지하여 영업의 현물출자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절

차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로는 송옥렬, 전게논문(각주 241), 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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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그 차가 달라지게 된다. ㉠ 먼 , 사업부문을 업양도244)의 방식으로 

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요성 여부에 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실

무 으로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의무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업의 양도·양수가 모두 자산 는 매출액의 10%를 기 으로 하고 있는 , 일본

회사법 제467조 제1항 제2호에서 업의 양도·양수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기 으로 자산의 20%를 제시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자산 는 매출액의 

10% 미만은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 과하는 것은 요한 것으로 이해하

고 그 사이는 질  기 에 의한 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245). 한편, 상법 제

374조 제3호는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고 있으나 양도회사가 양수회

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에서 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한, 업양도의 형식이 아닌 요한 자산만을 자회사에 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식회사 존속의 기 가 되는 요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업의 폐지 는 단을 래하는 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 용해야 한다는 례246)의 태도에 따라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물출자 는 업양도/자산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용 는 유추 용 여부에 따라서 그 차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조항이 

용 는 유추 용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이에 반 하는 주주

는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규정이 용 는 

유추 용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회의 결정으로 물출자 는 업양도, 

자산양도 등이 가능하고 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한편, 기존회사에 한 업양도 는 자산양도와 달리 물출자의 경우에는 상

법 제299조, 제299조의2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는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2) 물배당의 실시

          다음으로 모회사는 그 주주들에 하여 물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행 상법 하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배당으로서

의 물배당 차와 동일한 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즉, 물배당을 하기 하여

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정 규정이 존재하여야 

244)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

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

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등 참

조)고 한다.

245) 송옥렬, 전게서, p.919

24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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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조항 단서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물배당에 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채권자보호

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차의 통합/생략

        미국에서는, 주로 자산양도를 통한 회사합병과 련하여, 수 차례의 거래 

단계에서 각각 주주총회를 거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하여 자산의 양도 차

와 분배 차를 통합하려는 시도(combined sale and distribution)가 있었다고 한다. 

자산양도를 통한 회사합병과 회사분할은 그 결과가 다르지만 회사자산의 양도 후에 

완 한 회사해산을 하는 에서 동일하므로, 같은 논의가 용된다. 미국의 례

는247), 자산의 양도 차의 일부로 자회사(양수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차를 포

함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분할에 있어서 요구되

는 차의 생략을 인정하지 않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차를 동시에라도 모두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차의 통합은 인정하되 생략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주법248)은 와 같이 자산의 양도 차에 타회사 주식

의 분배 차를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 으나249) 

이는 폐지되었고, 모범회사법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차의 

통합 내지 생략을 인정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250). 

        우리나라에서도 spin-off 분할을 실시할 경우 앞서 본 각 차를 통합 내지 

생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차의 통합에 하여 보건 , spin-off 분할에 따라 

요구되는 물 분할 내지 사업양도/자산양도 차  물배당 차를 통합하여 이

를 일 하여 주주총회 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자

247) Finch v. Warrior Cement Corp., 16 Del. Ch. 44, 141 Atl. 54(Ch. 1928)에서 델라웨어 법원은, 자회사

(양수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양도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모회사(양도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지급받은 후 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Craddock-Terry Co. v. Powell, 181 Va. 417, 25 S.E.2d 363(1943)에서는 위 Finch 

판결의 지적에 따라 전체 자산의 양도절차와 분배절차에 대하여 동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지만 우선주 

주주들의 우선적인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주주들에 대하여 회사 재산을 먼저 분배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Goldman v. Postal Telegraph, Inc., 52 F. Supp. 763(D. Del. 1943)은 자산의 양도, 해산

시 우선주주의 우선권 감축, 주식의 분배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동시에 얻게 한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Craddock-Terry Co. 사건과 달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Geiger v. American Seeding Mach Co., 

124 Ohio St. 222, 177 N.E. 594(1931)은 주주들이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원래의 우선주 1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회사의 우선주 1주를, 원래의 보통주 2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회사의 보통주 1주를 지급하기로 승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주의 우선권은 정관변경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주주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회사자산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0~551).

248) 113 Ohio Laws 1929, §8623.65/Cal. Stats. 1931, ch. 862, §343a.

249) 위와 같은 입법이 단순한 절차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점에서 별다른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이라고 보이

나, 위 입법에 따라 절차를 통합하여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면 종류주주총회의 결

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효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51~552).

250)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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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즉 물 분할 내지 상법 

제374조 제1호가 용 내지 유추 용되는 업양도/자산양도에 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는 경우에 물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는 물배당을 허용하

는 것으로 정 을 변경하는 결의 등을  차에서 함께 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단순 물 분할과 결합된 spin-off 분할의 경우에 일본회사법

에서와 같이 분할계획서에 물배당을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물배당 차를 통합

하여 분할 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나, 이러한 방식은 행 상법에 

따른 인 분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그 효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로, 물배당의 경우 정기배당 는 간배당만을 실시할 수 있고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spin-off에 필요한 차를 통

합한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물배당의 시기  제한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한편, spin-off 분할에 있어서 차의 생략이 가능하지 문제된다. 를 들

어, spin-off 분할을 한 물 분할 는 상법 제374조 제1호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었던 경우 자회사주식의 물배당에 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문제되나, 앞서 본 미국의 례 태도와 같이 이는 상법에서 정한 규정을 잠탈

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배당청구권 련 문제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배당청

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spin-off 분할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별히 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주

들이 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회사주식의 일부는 모회사 주주가, 나머

지는 모회사가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이는 인 분할과 물 분할의 간형

태인 소  ‘ 간형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간형 분할에 하여는 아래에서 자

세히 살펴본다.

        이러한 경우에 물배당되는 자회사주식의 가치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물배당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기 주식수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하여, 주주들에 한 

배당청구권  기 주식수를 정하지 않고 단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자회

사주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경

우 그러한 가치평가의 차를 생략하여 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라. 기 주식수 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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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외의 재산 신 을 지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액’을 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spin-off 분할

을 한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기 주식수를 정하여 소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액을 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 주식수를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여 주주만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

는 경우에는 이는 소액주주 축출(squeeze-out)로 남용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주

주평등의 원칙에 배되어 물배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

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행 상법에서 교부 합병 등을 인정하

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소액주주 축출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일률 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5. 간형 분할의 허용 가부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형 분할이란 인 분할과 물 분할의 간 형태

로서 분할 가의 일부를 분할회사에, 나머지를 분할회사의 주주에 교부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행 상법은 회사분할 제도를 규율하면서 명시 으로 간형 분할을 인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간형 분할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 분할과 인 분할의 분할 차를 조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

인다.

      행 상법상 spin-off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논의와 같이 자회사

주식  일부만을 주주들에게 물배당하고 나머지 자회사주식은 모회사가 보유하

는 방법으로 간형 분할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가 주주들에 하여 배당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배당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간형 분할이 실행될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다.

    6. 비안분형 분할의 허용 가부

      가. 의의

        비안분형 분할이란 분할 가를 주주들의 지분비율 로 분배하지 않는 분할

을 말한다. 비안분형 분할에는 분할 가를 주주들에게 지분비율 로 지 하지 않고 

그 차액에 해서도 보해주지 않는 원칙 인 형태 이외에, 일부 주주들에게는 승

계/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을 지 하는 형태의 

비안분형 분할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단락에서는 자에 하여만 논의하

고, 후자의 형태에 하여는 항을 달리 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나. 일반 인 인 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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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 인 분할에 있어서의 논의를 먼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주주의 동의를 득하면 비안분형의 잉여 배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견해가 있지만, 인 분할제도가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배가능액규제의 

용을 피해가는 잉여 배당과 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따라 비안분형의 

사실상의 인 분할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회사분할과 다른 법률구성을 

조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비안분형의 인 분할과 같은 효과를 실 할 수 있다고 한

다. 우리나라의 논의에 하여 보건 , 이에 하여 상법이 직  언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할합병시 승계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종 의 지분비례 로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상법 제530조의4 

제2항 제2문이 종 의 지분비례 로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검사인의 검사 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주주 원의 동의를 제로 불비례  분할신주의 배정을 모든 분할에서 정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단순분할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법 제

530조의4 제4항은 신설분할에 한정되는 경우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상 이에 하여 

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251).

        생각건 , 인 분할에 있어서 체 주주가 비안분형 분할에 동의하는 경우

에 그러한 불평등한 취 을 당하는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의 외를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주주 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는 불평등한 취 을 당하는 주주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인 분할도 허용된다고 생각된다252).

      다. spin-off 분할의 경우

        spin-off 분할에 하여 보건 ,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에 있어서도 

원칙 으로 회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 로 자회사주식을 물배당하여야 할 것이지

만, 체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불평등한 취 을 당하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지분비율 로 물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비안분형 분할을 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비안분형 분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서 일단 회사가 자회사주식을 주주들의 지분비율 로 물배당한 후 다시 회사가 

이를 일부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일부 주

251) 홍복기,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7호, 법무부, 2014, p.17~18

25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p.796에서는, 상법에는 비례적 배정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적 배정의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절차의 생략을 허용하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비례적 배정

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다만 단순분할의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결

의에 의하여 불비례적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불비례적 배정을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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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공정한 가를 지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사이

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하고, 오히려 그러한 방법은 

분할되는 자회사에 한 소액주주의 축출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보이는바, 이에 

하여는 아래 항에서 본다.

    7. 서로 다른 종류의 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의 허용 가부

      가. 허용 여부

        비안분형 분할 에서도,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을 함에 있어서 일

부의 주주들에게는 자회사주식을 물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는 기

타의 물을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의 경우에 기업조직재편의 방법을 다양화, 자율화하고 분할 가를 유

연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소액주주 축출의 우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에 한 소액주주의 축출

(squeeze-out)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상법이 교부 합병

(상법 제523조 제4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을 인정하고 있

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소액주주의 축출을 반드시 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

해보아야 한다. 를 들어, 회사 X에 주주 A와 소액주주 B가 있는데, 회사 X가 

어떤 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100% 자회사인 회사 Y에 이를 업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 경우에 spin-off 분할을 하는 경우 통상 A와 B에 하여 지분비율

로 회사 Y의 주식을 물배당하는 경우에도, A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Y의 주식

을 부 물출자하여 회사 Z를 새로이 만들고 회사 Z를 존속회사, 회사 Y를 소멸

회사로 하여 교부 합병을 하면 A는 회사 Z의 지분 100%를 지배하게 된다253)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회사 Y의 주식을 부 A에게 물배당하고, B에게는 배

당을 실시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보

았을 때,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을 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에게는 자회사주

식을, 다른 주주에게는  는 기타 물을 배당하는 것을 부정할 특별한 이유

는 없다고 생각된다254). 오히려  는 기타 물에 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함

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수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다. split-off 분할로의 활용가능성

253) 송옥렬, 전게서, p.1197

254) 한편, 현행 상법상 합병교부금과 달리 분할교부금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합병교부금의 취지가 조직재편

의 유연화에 있고, 분할이 부분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좁은 의미의 분할교부금의 지급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홍복기, 전게논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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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서로 다른 물을 배당함을 허용함으로써 실질 으로 split-off 분할 

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분할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 상법에서 자기주식취득의 가로 물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상장회사의 자

기취득방법 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의 취득 가로 물을 지 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실 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가로 자회사주식을 지 하

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split-off 분할은 실행하기 까다로워 보인다. 그런데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들  두 개의 사업부문을 신설회사 A, B에 각각 물출자하고 

회사 A의 주식을 일부 주주들에게, 회사 B의 주식을 나머지 주주들에게 물배당

하는 방법으로 split-off 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기업조

직재편의 유연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단된다. 다만,  사례에서 

회사가 체의 사업부문을 둘로 나 어 신설회사 A, B에 각각 물출자하는 형태

의 분할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 가능

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한, 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사업부문

을 그 신설회사에게 물출자하고, 일부 주주들에게는 그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머

지 주주들에게는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spin-off 분할과 split-off 분할의 간

형태의 분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5  주주 보호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행 상법 하에서 spin-off 분할에 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pin-off 분할에 필요한 차를 개별 으로 거쳐야 하는바, 일반 인 인 분할과 비

교하여 분할에 한 결정권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측면에서 어떠한 이 차

이가 있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주주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차가 기존의 인

분할 제도와 제도  정합성이 인정되는지 검토를 요한다. 

    2. spin-off 분할의 결정권한에 한 검토

      행 상법상 spin-off 분할을 하기 하여는 ① 물 분할 + 물배당 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업양도/자산양도 + 물배당 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

뉘어 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 분할 + 물배당 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

면 물 분할을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물배당을 하여는 주주

총회의 보통결의 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결국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되고 이는 인 분할의 결정권한을 요구

하는 것과 같다. 이와 달리 업양도/자산양도 + 물배당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업양도/자산양도가 ‘ 업의 부 는 요한 일부의 양도’ 는 ‘회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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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가 되는 요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용/유추

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374조 제1항이 용/유추 용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업양도/자산양도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한 경우에 물배당이 주주총회의 보통결

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하나, 물배당이 이사회

의 결의로 가능한 경우에 spin-off 분할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회사가 물배당을 허용하는 취지의 정 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변경

을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자회사에 한 자산의 양도에 하여 주주총

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정권한이 달라진다. 물배당은 이사

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물 분할 차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상 

인 분할의 경우에는 그 잉여 의 배당에 하여 신설분할계획서 는 흡수분할계

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는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spin-off 분할은 결국 개별 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보

통결의, 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결정권한이 세분화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주주총

회 보통결의 는 이사회의 결의로 spin-off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 분할 차보다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향후 입법론 으

로, spin-off 분할에 한 결정권한을 통합하여 인 분할 차에서 요구하는 주주총

회 특별결의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련하여 물

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255). 이

러한 견해는 spin-off 분할의 결정권한이 인 분할 차와 제도  정합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그 결정권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을 근

거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spin-off 분할은 기본 으로 주주들의 회사에 

한 지배 계에 특별한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조직재편이 아닌 ,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가능한 spin-off 분할은 그 회사에 있어서 요한 업 는 자산이 아닌 부

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 회사로 하여  비교  간편한 기업조직재편 

방안을 보장하여 회사가 주된 사업에 포커스를 집 하고 회사의 수익성과 효율성에 

한 정보불균형을 제거하여야 할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등에 비추

어, 앞서 본 spin-off 분할의 결정권한을 인 분할과 동일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 

수 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단된다.

    3.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가부   

      일반 인 단순 인 분할 차에서는 주주들에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255) 곽관훈, 전게논문,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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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하여 spin-off 분할 차에서 업양도/자

산양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반 하는 주주들은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인 분할 차보다 반 주주에 한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의 경 진이 업양도/자산

양도를 실시하면서 후속 으로 물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

는 경우 반 하는 소액주주들로서는 그러한 업양도/자산양도 차가 spin-off 

차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실효 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pin-off 분할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단순인 분할 차

와 균형상 허용될 수 없고, spin-off 분할의 특성상 이를 허용할 필요성도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 주주에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특별히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4. 정보공개의 문제

      spin-off 분할을 함에 있어 주주들에 한 공개정보 차가  규정되어 있

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들, 그 에서도 특히 소액주주들이 spin-off 

분할 차에 따른 업양도, 물배당 등의 차의 결정에 여하면서 그러한 차

가 spin-off 분할의 일부분이라는 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그러한 경우 

왜곡된 정보에 따라 주주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건 , 주주들에 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잘

못된 정보로 인하여 결의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는 취소사유가 있는 결의로 

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 으로 회사가 spin-off 분할의 일부분으로서 이행

되는 차를 밟는 경우에 그러한 차가 spin-off 분할 차의 일부분임을 공시하도

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에 한 정보공개제도 

한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주주  채권자에 하여 일률 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제6  채권자 보호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이론 으로, 회사분할의 경우 채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보호수단으로는, 분

할에 한 사 ·사후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분할에 한 결정권을 이사회, 주

주총회 뿐만 아니라 채권자집회 는 법원 등에 분 시키는 방법, 분할 여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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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되 채권자의 지 약화에 비하여 담보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분할에 한 특별한 채권자보호수단을 두지 않는 방법 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256). 행 상법상 인 분할제도에 하여 사 ·사후 공시제도, 채권

자보호 차, 연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spin-off 분할에 하여 채권자 

보호방안에 하여도 역시 별다른 언 이 없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규율이 인 분

할 제도와 정합성이 인정되는지, spin-off 분할에 있어서 입법론 으로 어떠한 방안

으로 채권자 보호수단을 규율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57).

    2. 배당재원규제

      가. 배당재원규제의 용 가부

        행 상법 하에서 spin-off 분할을 하기 하여는 그 물배당 차에서 요

구되는 배당재원규제를 수하여야 한다. 즉,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만 자회사주식을 물배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실시하는 spin-off 분할의 경우

에도 배당재원규제를 수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사

실상 인 분할 제도의 경우에는 분할 가가 승계회사/설립회사의 주식만인 경우에

는 분배가능액규제는 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일본회사법 제792조, 제812

조), 배당재원규제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사실상 인 분할 제도

를 이용하면서 분할 가가 자회사주식 이외의  등이 포함된 경우, 사실상 인

분할 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물배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재원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spin-off 

분할에 있어서 배당재원규제가 가지는 의미는, 그 분할 상의 사업규모의 크기에 

계 없이 가능한 인 분할 차와 달리 그 분할 상의 사업규모를 한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입법론 으로, spin-off 분할에 하여 배당재원규제의 외를 인

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생각건 , spin-off 분할은 회사에 하여 여러 가지 

정 인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조직재편 방법  하나인 에서 그러한 spin-off 분

할의 활성화를 하여 배당재원규제를 폐지하여 회사에 하여 보다 큰 규모의 

spin-off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 를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 

spin-off 분할에 한 채권자보호 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에 한 보호의 

최소방안으로서 배당재원규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다른 채권자의 보호방안이 

256) 노혁준, 전게논문, p.18~19

257) 한편, split-off 분할의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유상감자의 방법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

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채권자보호의 문제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을 것

이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spin-off 분할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

된다. split-up 분할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 전에 분할회사의 채무가 완제되어야 하므로(상법 제542조 제1

항, 제260조),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송옥렬, 전게논문(각주 24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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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상 배당재원규제를 폐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배당재원규

제의 한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보호방안과 비교하여 비교 우 에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spin-off 분할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배당재원규제를 회피하기 한 방안의 검토

        한편, spin-off 분할을 함에 있어 배당재원규제를 벗어나 보다 큰 규모의 

사업부문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자본

감소 차를 통하여 잉여 을 늘리는 방법으로 spin-off 분할을 한 물배당의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이 경우에 주주들 2/3 이상의 결의와 종류주주들의 결의가 있

어야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본감소 차를 수반하는 spin-off 분할은, 그 재원을 

자본 으로 하는 split-off 분할과 잉여   자본계정이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한다258). 행 상법상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고 그 경우 자본 의 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러한 경우 자본 감소 차를 통

해 배당가능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차를 이용하여 

배당재원규제를 일부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 감소의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채권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는, 자회사에 하여 채무를 일부 이 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채무이 은 면책  

채무인수가 되어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방

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3. 채권자보호 차/연 책임의 용 여부  제도  정합성

      가. 문제의 제기

        행 상법상 인 분할 차에 용되는 채권자보호 차  연 책임 규정

이 spin-off 분할에 하여도 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spin-off 분할에 있

어서 모회사(분할회사)에 잔류하는 채권자에 하여 논의를 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회사의 책

임재산에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회사로 채권이 면책 으로 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개별 인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채권자 보호방안을 마

련할 필요성이 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단순 인 분할에 있어서는 채권자

의 채권이 분할회사에 잔존하거나 신설회사에 면책 으로 이 되는 경우 모두 채권

자이의 차 는 연 책임 규정을 용하고 있다. 

      나. 학설의 립 

258) Siegel, Stanley, 전게논문 p.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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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 제도  정합성 에서 채권자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

분할의 채권자보호방식을 분할되는 업의 규모를 기 으로 하여 다시 설정하는 방

법과, 물배당에 일률 으로 인 분할에 하는 연 책임  채권자보호 차를 거

치도록 하는 극단  방법이 있음을 제로, 채권자보호를 해서 그 책임재산이 유

지되면 충분하다는 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에 의한 채권자보호가 하다

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물배당과 인 분할의 채권자보호를 동일

하게 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 우리 회사법이 채권자의 이익을 단순히 변제에 

한 충분한 보장이라는 틀로 근하고 있는 것인지 불확실한  등을 근거로, 분

할회사의 채권자보호를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가지고 통합하기 보다는 단체법  구

조조정의 특서을 반 하여 다소 수정된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가 있다259). 이 견해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채권이 험하게 되

는 경우’, 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채권자보호 차를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상법상 인 분할의 경우와 동일한 경제  실질을 가지는 물배

당의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규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260), 이는 채권자보호는 회사법이 지켜야 할 본질 인 부분의 하나로 채

권자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배당을 한 인센

티 로 차의 생략을 활용한다는 것은 험하다고 한다261).

        이에 반하여, 규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근거인 연 책임과 채권자보호

차가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차 인 면에서 물배당이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에서, 물배당과 인 분할을 별개의 규정으로 

운용하는 것이 조직재편에 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262).  

      다. 검토

        생각건 , 배당재원규제와 인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 차/연 책임 규제

는 모두 채권자보호를 한 제도로서 이를 첩 으로 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고 생각된다. 즉, spin-off 분할에 하여 배당재원규제가 용되는 한 그 밖의 채권

자보호 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반 로 배당재원규제가 용되지 않

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차를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본

에서 사실상 인 분할의 경우 배당재원규제의 외를 인정하면서 모든 경우에 채권

259) 송옥렬, 전게논문(각주 241), p.67~69

260) 곽관훈, 전게논문, p.128/임정하, 전게논문, p.388

261) 곽관훈, 전게논문, p.128

262) 이영철, 전게논문, p.220~221/문호준/이승환, 전게논문,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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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그러한 생각을 반 한 것이라고 보인다. 배당가능

이익은 기본 으로 채권자를 한 회사의 책임재산이라는 성격보다는, 주주들에 

하여 배당이 정된 재원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

주와의 이해 계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자가 이와 같은 처분행 에 하

여 여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사로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배당을 실

시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것인지는 재량에 맡겨진 행 이므로 

spin-off 분할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반 인 물배당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 하여 채권자에 한 연 책임 등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주주 유한책

임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배당재원규제의 용만으로

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채권자의 기 가 책임재산인 자본 의 온 한 

보호를 넘어 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이 함께 운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에 까지 미

친다고 하더라도 그 기 를 모두 보호해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 ‘채권이 

험하게 되는 경우’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견해의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나, 그 의미

가 불확정 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규제를 받는 spin-off 분

할은 배당가능이익의 규제를 받는 비교  소규모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간소한 

차로서 기능하고, 배당가능이익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교  규모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 인 연 책임/채권자보호 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원 인 

규제를 하는 방안이, 회사의 자유로운 기업조직재편 방안을 확보하여 주는 수단이

라고 생각된다.

        한편, spin-off 분할을 하면서 어떠한 한 사업부문의 자산만을 분할하는 경

우에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채무의 경우는 어떻게 취 할 것인지에 하여는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인 분할의 경우에는 신설/승계회사의 연 책임을 배제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설/승계회사는 최소한 ‘출자한 재산에 한 채무’는 승계하여

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 3항). spin-off 분할에 하여도 이러한 규정을 도입

하여 ‘출자한 재산에 한 채무’는 자회사에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  불확실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배당가능이익 범  내

에서 이루어지는 분할이라면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큰 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출자한 재산에 한 채무’의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통상 이라고 할 것이므로, 와 같은 규정을 spin-off 분할에 

도입할 필요성 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4. 정보공개

      상법은 사 공시제도로서 분할계획서 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에 하

여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30조의7), 사후공시에 하여는 합병제도의 사후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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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의6). 이를 통하여 채권자에 

하여 회사분할에 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하여 상법은 spin-off 분할에 

하여는 어떠한 규율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에 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부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 spin-off 분할은 배당가능이익 범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채권자보호 차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 차에 여할 근거가 없으므

로 채권자에 한 정보공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채권자가 그 결정 차에 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조

직재편 행 가 자신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회수하여

야 할 것인지, 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데 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 분할과 같이 채권자에 한 정보공개제도를 입

법 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공개의 기간, 범 , 방법 등에 

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인 분

할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로 규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공개는,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도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5. 그 밖의 채권자보호방안

      가. 재무제한특약 

        채권자들은 회사와 재무제한특약(loan covenant)를 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채권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spin-off 분할을 한 

업/자산양도 는 물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spin-off 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자회사가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한 채무를 승계

한다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채권자에 하여 연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

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통한 채권자보호는 상

력이 있는 채권자들에 하여만 유효한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에 한 구제수단

        1) 일반 인 구제수단

          인 분할의 경우 무효인 분할행 에 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

자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 그러나 

spin-off 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러한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별

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채권자로서는 spin-off 분할의 각 차에 하여 

개별 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물 분할  업양도/자산양도, 는 물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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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결의의 효력을 개별 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 는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해 계인 는 정당한 법률

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별소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이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 

제376조 제1항) 그 구제수단이 제한 이다. 한편, 배당재원규제를 반한 물배당

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하여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그 이

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3항), 그 밖의 무효인 물배당의 경우

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권을 행사하여 회사재산을 회사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취소권

          일본에서는 회사분할에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용을 정하고 있다263).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분할도 회

사 채권자에 공여된 일반재산에 한 회사의 법률행 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면 채권자는 spin-off 분할에 있어서도 그것이 회사의 

채권자에 공여된 책임재산을 해하는 경우에는 사해행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수

익자에 한 원상회복 는 가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자의 직 이행청구권 제도

          한편, 2014년 개정 일본회사법은 남용  회사분할에 하여 채권자의 직

이행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일반회사법 제759조 제4항, 제761조 제4항, 

제764조 제4항, 제766조 제4항). 직 청구권이 인정되기 하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일본민법상의 사해행 취소권

의 요건 해석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안담당자의 입장이라고 한다264). 한편, 직 이행

청구권 제도는 채권자보호 차에 따라 잔존채권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인 분할에 

있어서는 본제도가 용되지 않는다(일본회사법 제759조 제5항, 제761조 제5항, 제

764조 제5항, 제766조 제5항). 한, 회사분할에 한 민법상의 사해행 취소권과 병

존하는 채권자의 권리라고 이해된다26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회사분할제도, 

263) 最判平成24年10月13日民集66卷10号3311頁/得津晿, 会社分割等における債權者の保護, 商事法務 2065號, 

商事法務硏究會, 2015, p.17

264) 得津晿, 전게논문, p.15. 한편, 최근에 일본민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광의의 사해행위를, 적극적인 

채권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협의의 사해행위(재산감소행위)]와, 채무자의 출원에 있어서 일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공여하거나 변제하여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편파행위의 2종류로 대분하고,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광의의 사해성의 인정기준이 달라진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그 유형에 따라 사해성 판단기

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일본민법상 사해행위에 관한 논의가 일본회

사법상의 직접이행청구권 제도에 따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요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직접청

구권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해행위의 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상당대가처분으로 보는 견해, 편파행위로 보는 견

해, 협의의 사해행위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고 한다(得津 晿, 전게논문, p.15~20).

265) 得津晿, 전게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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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아가 spin-off 분할에 하여 이러한 채권자의 직 이행청구권 제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문제이다.

제4장 물배당에 한 과세

  제1  문제의 제기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행 에 따라 어떠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에 하여 

큰 이해 계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과세혜택이 큰 행 를 선택하려는 인센티 가 

있다고 할 것이고, 물배당 는 spin-off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물배당에 한 과세제도 반을 살펴보고, 행 세법의 규율

이 타당한지 검토하되,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한 과세 부분과, spin-off 분

할에 한 과세 부분을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2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한 과세

    1. 과세제도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

      미국266)에서는, 과세제도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하여 어떠한 향력을 미치

는지에 하여 많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당과세에 하여는 두 가지 

이 있는데, 통 인 은 개인 단계  회사 단계에서의 배당과세는 회사의 

자본비용을 늘리고 결과 으로 회사의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은, 개인에 한 배당과세가 회사의 자본비용, 투자선택, 배당정책 등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데, 이 에 의하면 배당비율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경우 배당을 보류하는 것은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라

고 한다. 재까지  두 을 지지하는 각각 실증 인 연구가 존재한다고 한

다267).

266) 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는 각 나라마도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사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입법례(아르헨티나), 두 번째는 주주 개인단계에서만 과세하고 회사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입법

례, 세 번째로 회사 단계와 주주 개인 단계에서 각각 전부 과세하는 입법례(2003년 이전의 미국), 네 번째로 

개인 배당 과세를 전부 무효로 하는 세금 공제(tax credit)를 인정하는 입법례(멕시코), 다섯 번째로 개인 단

계 과세를 함에 있어서 회사가 납입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imputation credit을 인정하는 입법례(호주), 

여섯 번째로 부분적인 imputation credit을 인정하는 입법례(캐나다), 일곱 번째로 개인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

율을 줄여주는(offsetting rate reduction) 입법례(이탈리아), 마지막으로, 개인 과세단계에서 과세비율을 줄여

주는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과세되는 입법례(미국) 등이 있다

고 한다(Morck, Randall/Yeung, Bernard, Dividend Tax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2004, 

p.12~13).

267) Morck, Randall/Yeung, Bernard, 전게논문, 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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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배당에 한 과세가 회사의 주식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는, 주가는 상되는 장래 배당의 재 가치(the present values of expected 

future dividends)이기 때문에 배당에 한 과세는 주가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그에 반 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한, 배당을 내

부정보를 외부로 알리는 시그 로 보는 에 의하면, 배당과세는 시그 을 더욱 

고비용으로 만들어 배당의 시그  기능을 해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높은 배당

과세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만이 과도한 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더욱 신뢰도 있는 시그 로 만든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리인비용 문제의 에서, 배당과세는 회사 경 진들에 하여 배당유보를 정당화

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면 배당과세를 이는 경우 배당을 늘릴 수 있어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268)도 있다고 한다269).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에 하여도 와 같은 논의가 동일하게 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하여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이익배당에 한 과세제도가 어떠한 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1) 일반론 

          IRC §301는 회사자산이 각 주주에게 그 회사의 주식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한 분배는 , 증권 그리고 다른 모든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고, 다만 그 회사의 주식은  규정에서 규율하는 분배의 

상이 되지 않고, 이는 ‘주식배당(stock dividend)'으로 IRC §305로 규율된다. IRC 

§301(c)는 회사의 분배를 세 가지 나 는데, 먼  분배 에 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IRC §301조(c)(1)에 따라 주주의 총 소득에 산입되고, 이는 2003년까지 일반 인 소

득세율로 과세되었지만 이후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68)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에서 회사에 대한 과세는 주로 세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

으로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왔고, 이에 따라 세금이 경영진의 대리인비용(managerial agency costs)에 

영향을 주는 국면은 보통 우연의 결과이고 의도되지 않은 것이지만, 회사에 대한 과세제도는 대리인비용에 관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미국의 회사 과세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레버리지를 선호하게 하는데, 부

채는 세 가지 측면에서 회사의 대리인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회사의 수익 일부가 이자로 

지급됨으로써 수익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될 금원을 줄이고, 두 번째로 경영진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수익

을 증대시키려고 하며, 셋째로 회사의 파산은 주주들에 비하여 경영진에 대하여 불리한 지위를 가져오는데 이

를 막기 위하여 경영진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부채가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레버리지가 된 회사의 경영진은 보통 투자위험을 회피하지만, 반대로 파산이 임박한 경

우에는 경영진은 주주보다 더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chizer, David M.,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Influence of Tax on Managerial Agency Costs, Oxford Handbook o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4, p.3~6, 17~23).

269) Morck, Randall/Yeung, Bernard, 전게논문, 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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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 의하여 IRC §1(h)(11)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배당(qualified dividends)은 자

본소득세율로 과세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분배는 IRC 

§301(c)(2)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조정된 기 가액에서 공제된다. 세 번째로, 

 항목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IRC §301(c)(3)에 따라 자산의 매도 는 

교환에 의한 수익으로 취 된다.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는 IRC §316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당은 회사의 자산을 1913년 이후 쌓인 수익 는 과세연도의 

수익의 범  내에서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270).

        2) 물배당에 한 과세

          미국에서는 폐쇄 인 회사에서 물배당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배당 한 주주의 에서 IRC §301, 316의 규율을 받게 된다. 배당보다 

물배당에 있어서 분배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데, IRC §301(b)(1)은 

분배의 액수는 분배받는 에 수령한 재산의 공정시가를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배당에 있어서는 분배되는 재산의 평가가 요구된다고 한다. 301(d)는 

물배당 받는 주주에 하여, 재산의 기 가액(취득가액) 한 공정시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71). 

        3) 물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에 한 과세

          회사의 측면에서 볼 경우, 배당에 있어서 어떠한 수익이나 손실도 

인식하지 않지만 IRC §311(b)에 의하면 회사가 물배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그에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원

래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주주에게로 자산이 이 되는 경우 그것이 배당의 형태이든 

자기주식취득의 형태이든 해산에 따른 분배이든 회사 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는 General Utilites Doctrine272)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1986년 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하여 해산을 한 분배이든 일반 인 분배이든 기업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입법되어 General Utilites Doctrine은 폐기되게 된다273). 반면, 재에

도 회사가 배당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

는데, 그 이유로는 만약 회사가 수익과 손실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사

는 평가가 상향된 자산의 배당은 보류하고 평가가 낮아진 자산만 배당하여 이를 손

실로 인식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회사가 평가가 낮아진 자산만 매

도하는 경우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비 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배당과 자산의 

매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에서 재차 이를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270) Block, Cheryl D., 전게서, p.142~144

271) Block, Cheryl D., 전게서, p.150~151

272) General Utilities & Operation Co. v. Helvering, 296 U.S. 200(1935)

273) Kahng, Lily, Resurrecting the General Utililties Doctrine, 39 B.C.L. Rev. 1087, 1998, p.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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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비용이나 여비용 등과 달리 회사소득에서 공제(손 산

입)되지 않는다고 한다274).

        4) 물배당을 받는 주주에 한 과세

          주주가 채무와 연 된 자산을 물배당받는 경우, IRC §301(b)(2)에 의하

여 그 채무만큼 공제된 액수를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반 로 채무가 자산의 가치

를 과하는 물을 배당받은 경우 주주는 마이 스 가액이 아닌 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과액은 주주가 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액으로 평가되어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기 가액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한다. 한편, 실제 배당과 더

불어, 회사가 경 진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 하거나, 주주 겸 피용자에게 무료의 서

비스나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회사 비행기를 개인 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에는 그 과부분은 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를 추정  배당(constructive 

dividends)라고 한다275).

          한편, 주주가 회사인 경우 개인주주와 마찬가지로 IRC §301의 용을 받

는 것이지만, 배당하는 회사, 배당받는 회사, 그리고 배당받는 회사의 주주에게까지 

삼 의 과세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IRC §243은 회사 주주가 받는 배당에 하여 

일정 부분 공제(deductions)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의 경우, 배당을 받는 회사주주는 그 배당을 회사소득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Treas. Reg. 1.1502~13(f)(2)(ii)]. 그러나 IRC §243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의회는 몇 개의 반악용 조항(anti-abuse provisions)을 두고 있다고 한다276). 

      나. 일본

        1) 일반론

          일본소득세법 제24조는 잉여 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에 하여 

과세하고 있다. 물배당의 경우에는 물배당을 하는 회사에 하여는 그 물재

산을 시가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익 에 산입하여 양도익과세가 

이루어지고, 물배당을 받는 주주는 그 시가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양도익과세로 인한 과세분도 배당에 포함되어 지

274) Block, Cheryl D., 전게서, p.160~164

275) Block, Cheryl D., 전게서, p.165~168

276) Block, Cheryl D., 전게서, p.154~160. IRC §243을 악용하는 사례 중 하나로 ‘bootstrap acquisition'이 

있다고 한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 배당을 실시

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IRC §243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다. Waterman Steamship 

Corporation v. Comissioner, 430 F.2d 1185(5th Cir.1970) cert. denied, 401 US 939(1971) 사건에서는 

배당이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당을 포함한 전체 매매대금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반면, TSN Liquidating Corporation v. United States, 624 F.2d 1328(5th Cir. 

1980) 사건에서는 TSN이 자신의 자회사의 18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현물배당한 후 자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항소법원은 TSN의 자회사가 분배한 자산은 양수인이 원하지 않는 자산이었고, TSN

에게 세금회피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아 정당한 배당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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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되어진다고 한다. 한 물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과 같이 그 일부를 원천징

수액으로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상당액의 과 합하여 배당을 

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한다. 한편, 어떤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물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과  는 과소평가되면 주주 사이

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재구성 된다277).

        2) 법인주주에 한 특례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다른 일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

의 배당 등에 있어서는, 법인·개인간의 이 과세의 조정을 목 으로 하여, 모자회

사간 배당, 즉 완 자회사주식 등에 한 배당 는 연결법인주식 등에 한 배당

에 있어서는 그 액을, 그 이외의 일반주식 등에 한 배당에 있어서는, 주식비율 

5% 이하의 비지배목 주식 등에 한 배당은 그 20% 상당액, 그 이외의 주식등에 

한 배당은 그 50% 상당액이 각각 과세소득 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 에 산입되

지 않도록 하고 있다(일본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법인에 하여 물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 물분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상호간에 양도손익 는 분배수익을 과세인식하지 않게 되

는데, 그 경우 법인주주의 분배수익에 있어서는 수익배당 등의 익 불산입 규정은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78).

        3) 격 물분배의 요건

          일본법인세법에서는 ‘ 물분배’란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배

당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취득의 가로 하는 잔여재산의 분배, 는 회사의 잔여재

산 분배로서  이외의 물자산을 교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일본법인세법 

제2조 12의6호). 물분배의 경우에 원칙 으로 분배하는 회사 측에서는 그 물자

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손익이 과세인식되고, 주주 측에는 물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과세가 된다. 그러나 격 물분배의 요건, 즉 ① 국내법인을 물분

배법인으로 하는 물분배일 것, ② 물분배에 따른 자산의 이 을 받는 자가 그 

직 에 물분배법인과의 사이에 직 ·간 으로 100%의 완 지배 계가 있는 국내

법인에 해당할 것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물분배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이를 

분배한 것으로 되고, 물분배를 받는 측 한 장부가액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일본법인세법 제62조의5). 다만, 법인주주의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취득

한 것으로 되어 익 산입하여야 하지만 세법상 이를 익 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고(일본법인세법 제62조의5 제4항), 법인주주에 한 배당소득의 익 불산

277) 이준봉,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8권 제2호, 2007, 

p.184~185

278) 渡辺淑‘, 法人稅法 平成27年度版, 中央經濟社, 2015, p.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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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규정(일본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용되지 않는다279).

    3. 행 법인세법 등에 따른 물배당에 한 과세

      가. 주주 측면의 과세

        먼 , 주주 측면의 과세에 하여 보건 , 물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

득에 한 소득세 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7

조), 물배당의 수입 액은 물의 배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

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이 경우 개인주주는 gross-up 규정을 용받게 된다280).

        법인주주의 경우에,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지 받는 배당소득의 부나 일부를 익 불산입하고 있고(법인세법 제18조의2), 그 

밖에 일반 인 모자 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배당을 익 불산

입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8조의3)281),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주주에 비하여 법인주

주에 하여 과세혜택이 있게 된다. 주식보유기간이 3월 이하라면 배당소득을 익

불산입할 수 없는데(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3조의3 제2항), 이는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달리 과세하므로 조세회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과세하고(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제18조의3 제2항), 비 리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익 이지만 비  

손 산입 형식으로 세부담을 없애 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282).

        이에 하여, 미국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의 수가 은데, 이는 미국의 세법이 회사간 배당에 하여 과세하므로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리인비용을 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의도 으로 세제를 이용하여 리인비용을 경감시키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이에 하여 루즈벨트 정부가 회사간 배당을 실시하기 

이 부터 미국에서 다른 이유로 피라미드 지배구조의 기업이 어들고 있었음을 근

거로 반 하는 견해가 있다28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간 배당에 있어서 일부 과

279) 渡辺淑‘, 전게서, p.256~259

280) 신기선, 전게논문, p.384

281) 이창희, 세법강의 제13판, 박영사, 2015, p.575~577

282) 이창희, 전게서, p.577

283) Schizer, David M., 전게서, p.19~20. 피라미드형 기업구조에서는 tunneling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는 한 회사의 재산을 비시장 가격으로 다른 회사로 이전하여 외부 주주들로부터 자산을 숨기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는 외부 주주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한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 기업

은 비효율적인 독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creative destruction을 방해하거나(비효율적인 사양산업을 고사시

키지 않고 보존시키려고 함) 및 political rent-seeking(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

에 따라 투자를 함)을 가져온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1935년 roosebelt 정부에서 회사 상호간 배

당(intercorporate dividends)에 대하여 이중 과세를 해오고 있고, 현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20%에서 

80%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소득과세의 비율인 35%보다 적은 7%를 과세하고 있고, 80% 초과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면세하며 2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5%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회사상호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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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한 출자액 비율이 

80/100을 과하는 경우, 일반 인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액출자한 경우에만 면세

를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면세를 허용하지 않아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억제

하는데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단되는데, 이에 하여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회사 측면의 과세

        회사 측면의 과세에 하여 보건 , 배당은 이익잉여 의 처분이므로 손

산입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배당을 실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손익에 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이다. 즉, General 

Utilities Doctrine의 채택 여부가 문제되는데, 행법상 이에 하여 명문 규정은 존

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물의 처분손익에 한 과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체 인 견해는,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액을 계산하면서 물을 분배하는 경우에 분배한 날 재의 시가로 자산

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

령 제121조 제2항 제2호), 기업회계기 해석서 제2117호는 물배당을 분배될 자산

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문단 11),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도록 규정하고(문단 14) 있는  등을 근거로 물배당에 따른 처분손익에 하

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284). 행법상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나, 명문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85). 한편, 미국에서는 처분손실

의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우리나라에

서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물배당에 따른 처분손실도 인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가 시장가격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물만

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인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를 매각하여 그 

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물배당 과세 제도에 련된 문제

      가. 자회사주식의 물배당

        자회사주식을 물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견해가 립되나, 사견으로는 이

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이고, 유럽 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에서는 회사 상

호간 배당에 대해 면세한다고 한다(Morck, Randall/Yeung, Bernard, 전게논문, p.22~29).

284) 이창희, 전게서, p.564~565/신기선, 전게논문, p.385

285) 한편, 미국의 논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General Utilities Doctrine의 폐기의 이론적 근거는 먼저 위 

이론은 회사의 소득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비경제적인 합병행위(tax-motivated, uneconomic 

acquisition)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Jensen의 “free cash flow" hypothesis 등을 근

거로 bust-up acquisitions, leveraged acquisitions, spin-offs, 매각대가가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자산매각

(sell-offs) 등은 stock-financed acquisitions, 매각대가가 회사에 유보되는 자산매각(sell-offs) 보다 더 효율

적인 거래(value-increasing transactions)인데, General Utilities Doctrine은 전자의 거래에 세금혜택을 주

는 것이므로 위 원칙을 다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Kahng, Lily, 전게논문 p.110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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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그 과세처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문제된다. 이를 주식배당으로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는 회사에 해

서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주는 의제배당에 한 소득세를 부담한

다고 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이와 달리 이를 자기주식의 처분과 

배당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일반 인 물배당과 동일하게 취 하여 회사는 배당시

에 자기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법인세법 제15

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 주주는 자신이 받은 주식의 시가 상당

액에 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고 본다. 후자의 견

해는 례가 자기주식의 처분을 손익거래로 보고 있는 을 근거로 자기주식 물

배당을 다른 물배당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286). 자기주

식의 물배당과 그 밖에 다른 물배당의 경우를 달리 취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 로 물배당하는 경우 

어떠한 부의 이 도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  주주들에게 이에 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나. 물배당과 원천징수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개인주주  법인주주에 하여 채무를 

수반한 물을 배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하여 원천징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물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회사로서는 그 물의 시장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

들에게 을 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 하기 하여 별도의 

을 비하여야 할 번거로움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물배당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의 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법 하에서

는 해석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되고, 일본실무상으로는 물배당

을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을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한 후 그 을 원천징수세액에 사용한다고 하는바287), 이를 참고할 만하다.

  제3  spin-off 분할에 한 과세

    1. 행 법인세법에 따른 회사분할에 한 과세제도

      가. 인 분할

        1) 비 격분할

          가) 분할법인 등에 한 과세

286) 신기선, 전게논문, p.387

287) 會社法 コンメンタ-ル - 計算等[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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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분할[존속분할의 경우에는, 소멸분할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 소멸분할에 한 규정을 용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46조의5), 아래에서는 

소멸분할에 하여 살펴보지만 기본 으로 존속분할에도 용되는 내용이다288)]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측면에서는 그 양도손익에 하여 과세한다. 즉, 분할법인 등

이 물 분할 이외의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은 분할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액을 계산할 때 익  는 손 에 산입한다. 그 경우에 

분할양도손익은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분할

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제46

조 제1항). 

          나) 분할신설법인 등에 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의 측면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

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6조의2 제1항).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에 지 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액(순자산시가)보다 거나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

에 ‘분할매수차익’ 는 ‘분할매수차손’으로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

게 나 어 익  는 손 에 산입하여야 한다289).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다)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한 과세 

            분할법인 등의 주주의 측면에서는, 주주가 받은 분할 가의 시가가 종

에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기 하여 사용한 액을 과하면 그 과액을 배당

받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290).

        2) 격분할

          가) 격분할의 요건

            격분할의 요건에 하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다. ① 먼 , 사업목 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를 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

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 으

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구한다(같은 

항 제1호). ② 다음으로 지분의 계속성 요건이 필요한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

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 가의 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

28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p.798~799

289)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p.546~547

290) 이창희, 전게서, p.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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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같은 항 제2

호). ③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필요한데,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을 요구한다(같은 항 제3호). 이러한 요건들은 합병과 비교할 때 그 요건이 까다롭

다고 한다291). 

          나) 분할법인 등에 한 과세

            분할법인 등의 측면에서, 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할법

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재

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본문),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다) 분할신설법인 등에 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의 측면에서는, 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

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자산

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은 승계한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 계상이나 처분손익 계산시 자산조정계정을 감가상각비에 가감하거나 처

분손익에 가감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 등이 장부가액을 기 으로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292).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한 과세 

            분할법인 등의 주주의 측면에 하여 보건 , 분할법인 등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격분할의 요건  1호  2호를 충족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은 0이 되도록 맞추는 방법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과세를 이연하고 있다293).

      나. 물 분할  물출자

        1) 물 분할에 한 과세

          물 분할에 하여는 원칙 으로, 분할법인에 하여는 분할하여 넘기는 

주식의 시가(순자산의 시가)와 순자산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하여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된다(법인세

법 제41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294). 반 로, 법인세법 

291) 이창희, 전게서, p.657

292) 이창희, 전게서, p.665

293) 이창희, 전게서,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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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 격물 분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이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을 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액을 손 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

항). 이 경우에 분할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액을 압축기장충당 을 

계상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5항),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

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일정한 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익 으로 산입한다(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분할신설법인

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여(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법인세법시

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나목) 분할신설법인의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되295),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에 하여 압축기장충당

을 익 으로 산입하도록 한다.

        2) 물출자에 한 과세

          물출자의 경우에는 물 분할과 거의 동일하지만, 물 분할과 달리 자

회사주식 100%를 부 보유할 필요가 없고 8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한 2010년 개정 법인세법은 과세이연 용 산

인 물출자 자산의 범 를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

하 다296).

    2.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1) 회사분할에 한 과세

          미국에서 회사분할은 주로 세법  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미국 내국세법에서 말하는 ‘divisive reorganization'은 회사분할  과세혜

택을 받는 회사분할을 말하는데, 이는 IRC §355와 §368(a)(1)(D)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297). Type D 조직재편성은 합병형(aquisitive)298)과 분할형(divisive)으로 

나뉘어 지는데, 자는 IRC §354에 따라 모든 자산을 이 하고 곧바로 주식을 분배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IRC §355에 따라 일부 자산을 이 한 후 주식

을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형(divisive) 조직재편성에 의한 과세혜택 남용 우

294) 이창희, 전게서, p.650~651

295) 김완석/황남석, 전게서, p.563

296) 이창희, 전게서, p.654

297) Block, Cheryl D., 전게서, p.500~501

298) 합병형(aquisitive) Type D 조직재편성은, 대상회사(Target)가 자산의 전부를 매수회사(Purchasing 

corporation)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P의 주식을 취득한 후 T의 주주들에게 회사해산에 따른 자산분배로서 P

의 주식을 분배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aquisitive Type D 조직재편성은, Type C 조직재편성에

도 해당되는데, IRC §368(a)(2)(A)는 그러한 경우 Type D 조직재편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Block, Cheryl D., 전게서, p.4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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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더 큰 것을 이유로, IRC §355는 다른 조직재편성에 한 과세혜택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한다299).  

          IRC §355는 ‘mere changes in form'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회사와 분

배받는 주주자에 한 세법  결과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IRC Subchapter C의 

다른 규정들이 회사와 주주에 한 세법  결과를 서로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IRC §355는 회사  주주 모두에 한 세법  결과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IRC §355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규정의 일차  목 은 주주들이 회사의 수

익을 일반 인 소득세율이 아닌 자본소득세율로 bail out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를 들어, 회사가 사업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평가상향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회사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자회사에게 그 자산을 이 한 후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 이 경우, 주주들이 자회사의 주식

을 바로 매도하면, 주주들은 일반 인 소득세율이 아닌 자본소득세율로 과세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주주들에 하여 그 자산을 물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는 배당소득을 가져오므로 일반 인 소득세율로 과세되고, 회사에게도 General 

Utilities Doctrine의 폐지로 인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의 이스에 비하여 불리한 

취 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qualified dividend income 

rule이 제정되어 배당소득에 하여 자본소득세율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주 단계

에서의 과세회피 방지 부분에 한 요성은 낮아지게 되었고, 오히려 재는 회사 

단계에서의 과세회피 방지 부분이 IRC §355의 주요한 목 이 되었다300). 

        2) IRC §355의 용요건

          IRC §355는 ① 분할되는 회사(distributing corporation)는 주식 등을 분

배하기 직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던 자회사(controlled corporation)의 주식 는 

증권만을 분배하여야 하고(control immediately before the distribution)301), ② 분할

되는 회사는 분배 직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과 증권을 모두 분배하여야 하

며(distribution requirement)302), ③ 분할되는 회사와 자회사는 분배 이후 즉시 실질

인 거래 는 비즈니스를 하여야 하고(trade or business requirement)303), ④ 거

299) Block, Cheryl D., 전게서, p.525

300) Block, Cheryl D., 전게서, p.501~503

301) 위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해서 분할 직전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만, 분할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02) 위 요건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주

식을 분배하여야 한다. IRC §355(a)(2)(a)에 의하면, IRC §355의 목적을 위한 주식의 배당은, 주주들 사이에 

비율적으로 분배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주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회사분할 

구조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303) 분할 이후 즉시 실질적으로 거래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회사가 분할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단순히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분할 

이후 영업이 계속 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분할 5년 전까지 그 영업을 계속 수행해왔을 것을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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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단순히 분할되는 회사  자회사의 수익(earnings and profits)을 분배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non-device requirement)304)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법 으로 발 된 요건인 ⑤ business purpose 요건, ⑥ continuity of 

the business enterprise 요건, ⑦ 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requirements 

요건을 추가 으로 요구하고 있다305).

        3) 주주에 한 과세

          주주에 한 과세에 하여 보건 , 원칙 으로 IRC §355(a)에 따라 주

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손익(gain or loss)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주주가  조항에 따라 허용된 이외의 가를 자신이 지불한 것 이상을 취득하

는 경우 이는 IRC §356에 따라 boot으로 취 되고, boot에 하여는 과세된다. 를 

들어, 모회사가 5년 이내에 과세되는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boot

으로 취 된다[IRC §355(a)(3)(B)]. 자회사가 spin-off 분할에 있어서 주주가 boot을 

지 받는 경우, 주주로서는 어떠한 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충분한 수

익(earnings & profits)이 있는 경우 주주들은 지 받은 주식을 boot로서 IRC §301

에 따라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spilt-off와 

split-up 분할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boot가 지 되는 경우, 주주들에게 가로 지

된 주식을 과하는 양의 주식이 boot로 취 되며, 이는 배당으로 취 되지 않는 

한 IRC §356(a)(2)에 따라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306). 

한편, IRC §358에 의하면, 주주들에게 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주주들이 새로 취

득한 주식의 기 가액은 원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기 가액이 그 로 

용된다. 반면에, 주주들이 boot를 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정시장가격이 기 가액

한다.

304) 회사분할이 단순한 수익의 배당에 해당하는 ‘도구(device)'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이 요구되는데, 재무부 규

칙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예를 일부 들고 있다[Treas. Reg. §1.355-2(d)(2)(ⅱ)]. 규칙은 자회사주식

의 현물배당이 주식수에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면 도구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 그 밖에 자회사주식 배당 후 즉

시 그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분할에 있어서 현금 또는 다른 유동성 자산이 합리적인 필요 없이 현존하는 경

우 ‘도구’의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cash-rich split-off"라는 분할 테크닉이 있는데, 이는 자회사가 작은 

규모의 5년 이상 활동한 영업부문과 그 밖에 많은 현금과 다른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자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IRC §355 요건

을 갖추면 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한 한 회사가 cash redemption 

이나 stock buyback을 하면서 그 거래 당사자들에게 과세혜택을 입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유명한 예로 Liberty Media(LM)과 Time Warner's(TW)의 거래인데 TW는 자신의 영업부분인 Atlanta 

Braves를 매도하는 대신 LM이 가지고 있던 TW의 주식을 되사들이기로 하였고, 보통 이러한 거래는 엄청난 

과세소득을 낳게 된다. 이 대신에 TW는 자회사를 설치하여 Atlanta Braves($450mil)과 나머지 $1,35bil 현

금을 양도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후 LM은 자회사 LM1을 만들어 TW의 주식을 양도하고 TW와 

LM은 각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IRC §355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

하여 미국 의회는 2005년 IRC §355(g)를 신설하여 거래 이후 분할되는 회사나 자회사가 disqualified 

investment corporation인 경우, 즉 자회사가 영업 부분 대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IRC §355를 적

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305) Block, Cheryl D., 전게서, p.506~507

306) Block, Cheryl D., 전게서, p.5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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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307).

        4) 회사에 한 과세

          회사에 한 과세에 하여 보건 , IRC §355(c)는 IRC §355 조직재편성 

요건을 갖추는 경우 회사에게 어떠한 수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General Utilities Doctrine 폐지 이후 이를 면탈할 목 으로 이루어지

는 거래를 방지하기 하여, 미국의회는 IRC §355(d), (e)의 두 가지 외 조항을 

두고 있다.  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IRC §355 요건을 갖추면 주주

들에 하여 과세혜택이 있지만, 회사에 하여는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첫 번째 

외규정인 IRC §355(d)는 ‘disguised sale’을 막기 한 조항인데,  조항은 

‘disqualified stock'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308). 간단

히 말해 회사분할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된 분할회사, 자회사의 주식은 

disqualified stock에 해당한다. 두 번째 외규정인 IRC §355(e)는 the anti-'morris 

trust' rule을 규정하고 있다309).

        5) 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편, IRC §35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여 보면, spin-off 분

할의 경우에 주주는 회사의 수익(earings & profits) 범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

로 취 되고, 회사는 자산의 재평가에 따라 과세된다. split-off 분할이 IRC §355 요

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분배는 IRC §302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으로 취 되어, 결

과 으로 주주에 하여 그 자기주식취득이 IRC §302(d)에 따라 배당으로 취 되거

나 IRC §302(a)에 따라 주식의 매도로 평가될 수 있다. split-up 분할이 IRC §35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분배는 주주에게 완 한 해산으로 취 되고, 주주들

은 분배받은 자회사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 모회사 주식의 원래 기 가액과의 차

액을 수익 는 손실로 인식되어 과세된다. 한 그러한 경우에 모회사는 완 한 

해산에 있어서 수익이 있으면 과세된다310).

307) Suchan, Stefan W., Taxation of Spin-off - U.S. and German Corporate Tax Law, Cornell Law 

School Graduate Studendt Papers, 2004, p.23

308) 위 규정은 취지는 단순한 주식의 매도를 IRC §355 조직재편성으로 가장하는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예를 들어, x, y가 t의 주식을 50%씩 현금으로 매수한 즉시 t가 보유하고 있던 t-1의 주식을 x에게, t-2의 

주식을 y에게 배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IRC §366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지만 IRC §355 요건을 충족

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과세이연된다. 이러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309) Block, Cheryl D., 전게서, p.529~535. Commissioner v. W. Morris Trust, 367 F.2d 794(4th Cir. 

1966) 판결은 주은행이 연방은행으로 합병된 사안인데, 주은행이 운영하고 있던 보험사업부는 연방은행이 운

영할 수 없는 법으로 인하여 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은행은 보험사업부를 spin-off하여 새로운 

자회사에 보험사업부를 양도하고 그 즉시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 이후 주은행은 연방은행에 

Type A 조직재편성 방법으로 합병하였다. 위 판결은 Type D 조직재편성의 효력을 인정해주었으나, IRC 

§355(e)는 이러한 방법의 과세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분할회사 또는 

자회사의 50% 또는 그 이상의 이해관계를 획득하는 계획의 일부로서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고 규정한다.

310) Block, Cheryl D., 전게서, 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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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본 

        일본법인세법은 조직재편행 와 련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합병, 분할, 물출자, 사후설립311), 물분배, 주식교환·이 에 하여 특정한 요건

을 갖추는 경우에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즉, 격합병, 격분할, 격 물출자312) 

는 격 물분배의 경우에는 그 합병, 분할, 물출자 는 물분배에 따른 자

산·부채의 이 에 있어서 세법상 그 시가가 아닌, 그 이  직 의 장부가액에 따라 

그 이 이 이루어지고, 과세자산에 포함된 미실 손익의 과세가 이연된다(일본법인

세법 제62조 내지 제62조의7). 한, 격주식교환·이 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라 완 자회사가 되는 법인자체에 있어서 그것에 하여  과세 계

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일본법인세법 제62조의9)313).

        일본법인세법상 격분할의 요건에 하여 보면, ① 분할법인의 주주(인

분할의 경우) 는 분할법인(물 분할의 경우)에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는 분할승

계모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이 교부되지 않을 것, ②  ① 요건 이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즉 ㉠ 이 법인(분할법인)과 피이 법인(분할승계법인)과의 

사이에 직 ·간 으로 100%의 완 지배 계가 있을 것, ㉡ 이 법인과 피이 법인

과의 사이에 직 ·간 으로 50%를 과하고 100% 미만의 지배 계가 있고, 일정한 

요건314)을 갖출 것, ㉢ 이 법인과 피이 법인과의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하기 하

여 이행한 조직재편성으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일본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

항)에 해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에 하여 장

부가액으로 자산 등을 이 하는 것이 되어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고, 분할승

계법인은 이 을 받는 자산·부채에 하여 이 직 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하는 것으

로 차 조표 등에 기재되게 된다315).        

      다. 독일

        독일조직재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 이하 ‘UmwStG'라 한다)에 

의하면 Aufspaltung  Abspaltung을 포함한 회사 인 분할(Spaltung)에 한 과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 분할의 과세특례제도의 요건으로는 ① 그러한 

인 분할이 독일조직재편법에 의한 인 분할일 것316), ② 독립사업단 를 구성하는 

311) 우리 법인세법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하고 있고, 사후설립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없다고 

한다(이창희, 전게서, p.655).

31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으로는, ① 외국법인에 국내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국외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현물출자법인이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이 교부되지 않을 

것, ④ 아래에서 보는 적격분할의 ②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한다(渡辺淑‘, 전게서, p.257~258).

313) 渡辺淑‘, 전게서, p.256

314) 그러한 요건으로는 이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자산·부채가 피이전법인에게 인수될 것, 이전법인 또는 이

전하는 사업에 관한 이전법인의 종업원의 대체로 80% 이상이 피이전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이전법인의 주요한 사업 또는 이전하는 사업이 피이전법인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등이라고 한다.

315) 渡辺淑‘, 전게서, p.2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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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Teilbetrieb)가 분할될 것[독립사업단  요건, UmwStG §15(1)], ③ 과세특

례 남용요건317)에 해당되지 않을 것[UmwStG §15(3)]을 요구하고 있다318). 

        인 분할에 한 과세특례의 효과로서, 양도회사의 경우에는 분할에 의해 

양수회사로 이 되는 경제재는 양도회사의 세무 결산 차 조표에 통상가액으로 평

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회사는 장부가액 

는 간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UmwStG §11). 양수회사는 이

되는 경제재를 양도회사가 세무 차 조표(Steurbilanz)에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

하게 된다(UmwStG §12). 주주의 경우에도 양도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

고 양수회사 주식을 같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

생한다(UmwStG §13)319).

        한편, 독일에서도, 독일조직재편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에, 미국형 

spin-off 분할과 같이 모회사가 독립사업단 의 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물배당하는 방법으로 Abspaltung과 동일

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단계인 물출자의 경우에

는 과세특례가 용되지만(UmwStG §20), 두 번째 단계인 물배당의 단계에서는 

과세된다고 한다. 이러한 물배당의 단계에서, 양도회사는 그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하여 과세되고(UmwStG §21), 개인주주에 하여는 배당

받은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50%에 하여만 과세되는 반면[EStG(독일소득세법) 

§3(40)(d)], 법인주주에 하여는 그 법인이 독일 국내법인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

는다고 한다[독일법인세법(KStG) §8b(1)]320).     

    3. 행 법인세법에 따른 spin-off 분할에 한 과세

      가. spin-off 분할에 한 과세에 한 검토

        spin-off 분할을 해서는 물 분할 는 물출자의 단계와 물배당의 단

계로 구성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 분할 는 물출자의 단계에서는, 보통 

격물 분할 는 격 물출자로 평가되어 모회사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

316) Suchan, Stefan W., 전게논문, p.36

317) 그러한 남용요건으로는, 의제 독립사업단위의 취득 또는 증가[의제 독립사업단위(fiktiver Teilbetrieb)가 

세무상 양도기일 이전 3년 내에 독립사업단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제재의 양도에 의하여 취득 되거나 증

가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더라도 양도회사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

[양도회사의 주주가 분할의 대가로 취득한 분할참여법인(an der Spaltung beteiligte Körperschaft) 발행주식

이 분할과 동시에 제3자(außenstehende Person)에게 양도되거나 분할이 위 주식 양도의 전 단계로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양도회사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원집단 분리시 주식의 소유기간 제한[사원

집단들(Gesellschafterstamme)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사원집단이 세무상 양도기

일로부터 최소한 5년 전에 양도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등이 있다[황남석, 주식회사간의 

인적분할(Spalt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조세법연구 제14권 제3호, 2008, p.177~193].

318)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황남석, 전게논문, p.165~193 참조

319) 자세한 내용은 황남석, 전게논문, p.193~214

320) Suchan, Stefan W., 전게논문, 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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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액을 손 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가 이연되고(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

의2), 자회사는 그 사업부문 등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계상될 것임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이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물배당하는 경우 손 산입하

던 압축기장충당 이 익 으로 산입됨으로써 모회사의 양도차익에 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회사의 주주들로서는 취득한 자회사주식의 시가에 하여 배당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한편, 행 법인세법 하에서 spin-off 분할을 실질 인 인 분할로 보아 

격인 분할에 한 과세특례 조항이 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살피건 , spin-off 

분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격인 분할의 요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 으로 승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물 분할 + 물배

당 형태와,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각 spin-off 분할을 나 어 보아야 할 것으

로 단된다. 물 분할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의 경우에는  포 승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밖에 다른 격인 분할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실질 인 인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격인 분할의 과세특례를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은 

물출자를 함에 있어 각 자산 등을 개별 으로 이 하는 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격인 분할의 과세특례 규정을 용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에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에 하여

는 그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모회사주주에 하여는 배당소득이 과세될 것이다.

      나. spin-off 분할에 한 과세특례조항 신설에 한 검토

        그 다면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에 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결론 으로,  형태의 spin-off 분

할에 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 상법 하에서 의미

가 있는 spin-off 분할은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분할방법이다. 그 이유는, 물

분할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은 물 분할 차에서 채권자보호 차를 반

드시 거쳐야 하는 등 실질 으로 상법상 인 분할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물 분할 + 물

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은 격인 분할의 과세특례를 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은 회사가 자신의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서 채권자보호 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기

업조직재편성을 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그러한 방법의 회사분할을 활용

하여 조직구성의 유연화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에 하여 과세특례가 용되지 않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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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회사로서는 spin-off 분할을 이용할 인센티 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pin-off 분할은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회사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회사로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여 

spin-off 분할을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에 비추어, 과세특례 규정을 통해 

spin-off 분할에 한 인센티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spin-off 

분할은 우리 상법상 인 분할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주주들의 지분비율에도 

어떠한 향을 미치지 않는 등 회사의 단순한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spin-off 분할에 하여 곧바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지, 인 분할에 한 

과세제도와 체계  정합성이 도모되고 있는지도 극히 의문이다.  

       그 다면 물출자 + 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에 한 과세특례를 어

떠한 형태로 규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행 격인 분할 과세특례규정(법인세법 제

46조)에 이를 명시 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미국과 같이 면 을 spin-off 분할에 

한 과세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행 물출자에 한 과세특례규정에 출자법

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격인 분할제도와 체계  정합성을 도모

하기 하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과세특례를 인정하더라도 격인 분할제도

의 요건과 그 수 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일반 인 spin-off 분할

과 달리 모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을 주주에게 물배당하는 경우, 

는 물출자와 물배당의 시간  간격이 큰 경우 등에도 과세혜택을 부여할 것

인지 문제된다. 생각건 , 회사가 조직재편성을 하여 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이 단계로서 물출자 는 물 분할의 단계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껍질의 변화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이 타당하

다.

제5장 결론

  물배당이 우리 상법에 도입된지 약 5년이 흘 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까

지도 실 으로 우리나라 회사에서 물배당을 극 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물배당을 실시할 인센티 가 충분하지 않은 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

직 물배당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  불확실성도 그러한 

이유  하나로 단된다.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은 일반 인 배당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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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하고, 그것은 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 활성화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익배당으로서의 물배당 제도의 활성화를 

해서는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물배당의 상, 가치평가 등에 한 제도  불

확실성을 제거하기 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채권자 보호를 

하여 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재원규제만으로 충분할지에 하여도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업조직재편을 한 물배당, 특히 spin-off 분할은 행 상법 하에서 허용된다

고 할 것이고, 그 차  효과에 해서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spin-off 분

할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자 보호 문제와 련하여 기존의 인 분할제도와

의 제도  정합성이 문제되는바, 사견으로는 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two track

의 기업조직재편 방안(spin-off 분할은 배당가능이익의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

는 제한을 받게 되어 비교  소규모의 분할만이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분할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보호 차를 거치지 않는 등 신속, 

간이한 분할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배당가능이익 규제가 없는 규모 분할의 경

우에는 상법상 인 분할의 차를 거치도록 하면 된다.)을 마련하여 기업조직재편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도 앞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물배당에 한 과세문제에 하여도 살펴보았는데, 특히 물배당

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spin-off 분할에 하여 행 세법에서는 이에 한 특례규정

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spin-off 분할의 효용성이 크고 그러한 분할이 있더

라도 주주들의 지배구조를 근본 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분할이라는 에서 spin-off 

분할에 하여도 과세특례를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물배당에 한 단견을 몇 가지 제시해보았는바, 앞으로 물배당에 

한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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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vidend-in-kind

- I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 of Profits, 

Corporate Reorganization(Spin-off) and Tax Law

Lee, Jaechan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1, newly established Korean Commercial Law §462-4 clearly states that 

Dividend-in-kind is allowed as one kind of distribution of profits in corporations. 

This paper mainly analyses Dividend-in-kind in two perspectives - one is 

Dividend-in-kind as distribution of profits, and the other is Dividend-in-kind 

which is used as a tool for corporate reorganization(especially, spin-off). 

Moreover, this paper also analyses taxation of Dividend-in-kind.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about Dividend-in-kind as distribution of 

profit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dividend policies, such as Free Cash Flow hypothesis,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 etc. I assert that under Free Cash Flow hypothesis Dividend-in-kind 

can solve agency problems, whereas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 has 

nothing to do with Dividend-in-kind because Dividend-in-kind could also be 

performed when there are deficiencies of cash flow in corporations.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Law,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or a 

company to perform Dividend-in-kind - earning and profits for distribution, 

articles permitting Dividend-in-kind, decision of shareholders'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Furthermore, there are 

arguments regarding which objects could be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s 

Dividens-in-kind. As discussed in Germany, I contend that not only objective 

availability of shareholders, but also individual, subjective avail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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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should be considered to decide whether Dividend-in-kind conforms 

to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re are also arguments over assessments of the value of Dividend-in-kind. 

Involved in the matter of deciding whether Dividend-in-kind conforms to the 

restriction of earning and profits, the value of Dividend-in-kind should be 

assessed in book value, on the other hand, involved in the matter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 value of Dividend-in-kind should be evaluated in 

fair market value.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analyses over Dividend-in-kind used as a tool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especially spin-off. Information hypothesi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is also applicable to the corporate legal system in Korea. By 

permitting spin-off reorganization, there are two separate ways to perform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ny in Korea - one is conforming to typical 

divisive reorganization stated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other is 

performing spin-off reorganization through Dividend-in-kind which can be used 

as speedy and simple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ratively small business 

part.

Regarding to protection of creditors in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ny, I 

contend that the procedure of protection of creditors stated in Korean 

Commercial Law is not applicable to spin-off reorganization, because spin-off 

reorganization conforms to the restriction of earning and profits and there is less 

possibility to harm creditors in spin-off reorganization than in typical divisive 

reorganization. 

The la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about taxation of Dividend-in-kind. There 

are no tax-free statements over spin-off reorganization in Korean Tax Law, 

tax-free statements such as Internal Revenue Code §355, 368(a)(1)(D)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because spin-off reorganization through Dividend-in-kind is 

'mere changes in form'.

In conclusion, as a matter of fact Dividend-in-kind is practically not much used 

by corporations in Korea due to uncertainty of the system, from this time 

forward, I wish more extensive studies on Dividend-in-kind in Korea would be 

done to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the system.



- 122 -

Keywords : Dividend-in-kind, distribution of profits, corporate reorganization, 

divisive reorganization, spin-off, objects of Dividend-in-kind, 

ea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axation on Dividend-in-kind, 

tax-free division   

Student Number : 2008-23135


	제1장 서론
	제2장 이익배당으로서의 현물배당
	제1절 현물배당의 의의 
	1. 현물배당의 의의 및 허용 여부  
	2. 이익배당으로서의 현물배당의 기능에 관한 고찰  
	3. 현물배당과 타 제도의 비교  

	제2절 현물배당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  

	제3절 현물배당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2. 현물배당의 대상  
	3. 금전배당청구권 및 기준주식수  
	4. 주주의 현물배당청구권 등  
	5. 현물배당의 이유 등 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검토  

	제4절 현물의 가치평가 문제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3. 외국의 입법례  
	4. 검토  

	제5절 현물배당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현물배당과 배당재원규제  
	3.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재무제한특약(loan covenant)을 통한 채권자보호   
	4. 현물배당의 적용범위의 확장  

	제6절 위법한 현물배당의 효과  
	1.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위법배당  
	2. 일본에서의 위법배당  
	3. 위법한 현물배당과 관련한 쟁점에 관한 검토  


	제3장 기업조직재편을 위한 현물배당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에 관한 개관  
	1. 의의 및 구분  
	2. 회사분할의 절차  
	3.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  
	4. 회사분할의 효과  

	제3절 분할형 기업조직재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제4절 현행 상법상 현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spin-off 분할의 효용성  
	3. 현행 상법상의 spin-off 분할의 허용가능성  
	4. 현행 상법에 의한 spin-off 분할의 절차 분석  
	5. 중간형 분할의 허용 가부  
	6. 비안분형 분할의 허용 가부  
	7. 서로 다른 종류의 현물배당에 의한 spin-off 분할의 허용 가부  

	제5절 주주 보호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spin-off 분할의 결정권한에 관한 검토  
	3.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가부  
	4. 정보공개의 문제  

	제6절 채권자 보호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배당재원규제  
	3. 채권자보호절차/연대책임의 적용 여부 및 제도적 정합성  
	4. 정보공개  
	5. 그 밖의 채권자보호방안  


	제4장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이익배당으로서의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  
	1. 과세제도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인세법 등에 따른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  
	4. 기타 현물배당 과세 제도에 관련된 문제  

	제3절 spin-off 분할에 대한 과세  
	1. 현행 법인세법에 따른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2.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인세법에 따른 spin-off 분할에 대한 과세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