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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수의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각각의 기업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마치 하나의 단일한 회사처럼 운영되는 모습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의사결정, 운

영 방법 등의 메커니즘은 단일한 법인격 하의 하나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업집단의 운영에 필요한 바를 담고 있지 않다. 기본적

으로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는 계열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주의 권한을 행사

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지만 지배회사가 계열

회사와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업집

단을 운영하는 형태도 다수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영관리계약

에 주목하여 경영관리계약 실태를 중심으로 기업집단 운영 모습을 살피

고, 경영관리계약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은 2020년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사이에 체결한 경

영관리계약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업집단 내 경영관리계약 14건을 살펴보고 그 내용

을 분석하였다.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첫 번째 유형의 계약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사업 계획 등과 같은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

사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의 계약은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 지원

하는 계약으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 개입 여지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두 유형의 계약은 모두 자문을 제공하는 지배회

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의 계약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사업 목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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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결정, 장단기 경영 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면서도 종

속회사에게 지배회사의 자문을 수용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하

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의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두면

서 지배회사의 경영 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종속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지배회사, 지배회사 임직원

은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에 지시를 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임원

이 종속회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지시의 범위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에서 종속회사에 지시 수용 의무

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속회사 경영진이 명시적인 지배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

서 경영관리계약을 추종한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한다.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에 지시를 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

사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는가. 상법의 업무집행지시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이사는 종속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가 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상법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의 책임 면제가 가능하고, 업

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속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개

경영관리계약은 최대주주인 지배회사와 체결하면서 상법의 자기거래 관

련 규정에 따라 종속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경영관리계약에 지

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둔

다면 이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경영관리계약으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을 어떠한 범위

까지 정할 수 있는가. 계약의 당사자는 대주주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이

므로 종속회사에 다른 주주가 있다면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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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한에 제한을 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관리계약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 범위를 확장하여 종속회사 이사의 재량 범위를 축

소하더라도 상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나 계약의 실행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와 종속회사의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시권을 행사한 지배회사

와 지배회사 이사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권한 강화

와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종속회사 이사의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지배회사의 지시

를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는 경영관리계약의 체결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종속회사 이사가 종속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지배회사의 지

시를 따른다면 신인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

배회사의 지시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

으로 종속회사의 의사, 능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종속회사의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기업집단 혹은 지배회사의 보상

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속회사 경영진이 그 지시에 따르더라도 신

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종

속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지배회사의 지시를 따랐

을 때에만 신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상법상 신인의무와 경영관리계약상 지시 준수 의무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의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회사의 금

전 수취를 위한 수단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

는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의 수수료 수취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정당한 수수료 수취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집단의 관계자거래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

래법의 중첩적 규제 중에서 상법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이 경영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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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에 적용되어 종속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대주주인 지배회사의 영향을 받는 종속회사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수

수료 책정 등 경영관리계약의 내용이 지배회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를 해소하기 부족하다. 경영관리계약을 통한 수수료 수취의 공정성을 향

상하기 위하여 계약서 전문 공개 혹은 지배회사의 용역 범위와 종속회사

의 수수료 지급 관련 조항과 같은 경영관리계약의 주요 부분 공개, 공시

보고서에 지배회사가 아닌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관리계약의 공정성, 합

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지배회사는 경영관리

계약에 따라 적정한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어 종속회사로부터의

부의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을 꾀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이 기업

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업집단 운영, 즉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확장의 계약적 근

거로 경영관리계약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의 자문에 대한 종속회

사의 수용에 있어 지배회사 등의 지시에 대한 책임, 지배회사의 자문 가

능 범위에 대한 검토,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와 계약 준수 의무의 조

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관리계약에 대한 현행 공시 범

위를 확장하여 공정한 컨설팅 수수료 수취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관리계약을 근거로 지배회사의 종

속회사에 대한 권한이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업집단, 경영관리계약, 업무집행지시자, 신인의무, 컨설팅

수수료, 관계자거래

학 번 : 2016-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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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상법상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므로 다수의 회사가 모여 어

떤 기업집단을 형성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들인 법인

들이 모여 무리를 이룬 것이지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가 모여 경제적 동일체를 이룬 기업집단이

마치 하나의 단일한 법인격을 지닌 회사와 같이 운영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개 회사들은 단일한 기업 내에

있는 개별 부서와 같이 기업집단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하여 행동하기도 하며 기업집단의 구조적 효

율성 등을 위해 손실을 감내하거나 때로는 스스로의 법인격을 소멸시키

기도 한다. 이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혹은 자연인인 동일인이 기

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지시하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은 그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이 기업집단 전체를 위한 목적에서 행

위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영리성을 본질

로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개별 기업

이 언제나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울러 기업집단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상

법을 비롯한 법령상의 상세한 의사 결정 및 통제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기업집단을 통솔하는 지배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지배하고, 기업집단 운영에 관한 결

정을 지시하며 따르게 하는가. 물론 지배회사는 궁극적으로는 지배회사

가 지배회사로서 존재하기 위한 대전제인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에 대

한 지분 소유에 기하여 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지배회사가 종

속회사와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분권에 기한 통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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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합목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도 기업집단 내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다양한 경영에 관한 개

별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배회사가 지배기업으로서 기업집단 전체를 운영하고 종

속회사에 대한 지시를 관철시키는 방안으로서의 계약에 주목하였다. 이

는 기업집단 내에서 체결되는 경영관리계약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한 계약은 규범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수 있는 것

인지, 나아가 그러한 계약을 통해 지배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태양으로

개별 종속회사에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

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기업집단의 운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법률에서 기업집단 지배, 운영의

근거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제 기업집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아 그 근

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집단의 공시 보고서 등을 통하여 운영 현황

을 파악하고, 기업집단 내 개별 회사들이 상호 체결한 경영관리계약 등

을 살펴 공통점을 도출하여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실

제를 밝히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경영관리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서 고찰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계약으로 상법이 규정하는 결의 대

상,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가 종속

회사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종속회사 이사의 입장에서 지배회

사의 지시와 종속회사에 대한 신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경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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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고찰한다.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에서 체결되는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의 운영

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 수취의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경영관리계약에 근거하여 지

배회사에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

취 문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지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른

배당 이외에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상표권 수수료 등의 배당외

수익도 함께 검토한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 수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의 통제 규정과 적용을

확인하면서 경영관리계약의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관리계

약이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 계약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

로 논의한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경영관리계약’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

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에 대하여 고찰하여 기업집단의 운영 현황, 경

영관리계약에 따른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권 및 책임 부담 문

제, 경영관리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배회사의 지배 범위, 종속회사 이

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신인의무의 충돌과 관련한 법적 문제, 경영관

리계약에서 도출되는 지배회사의 금전 수취와 부의 이전 문제를 검토하

고 경영관리계약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여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서 특히 계약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

제 2 장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

제 1 절 기업집단 개관

1. 기업집단의 의미

기업집단은 한 회사(지배회사, 지주회사, 모회사)가 다른 회사(종속

회사, 자회사)에 대하여 지분 소유, 임원 파견, 경영관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기업

집합체를 의미한다.1) 또한 법적으로 상호 독립된 별개 회사이지만 경제

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통일적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복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

상법에서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 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와 회사가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동일한 기

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 내의 회사를 서로 계열회사라고 한다(제2조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에 있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지 여부를 지분비율과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분비율은 동일인이 단독으

1) 김건식/ 송옥렬/ 노혁준,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화추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11., p.21.

2) 김건식, “기업집단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 『회사법

연구Ⅰ』, 소화, 2010.,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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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친족 등의 관련자와 합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회사 발

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지배적인 영

향력 행사는 ①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

임할 수 있는 회사, ②동일인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 사업 투자 등 주

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③동일인

이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 겸임이 있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 임명

후 지배회사 혹은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와 같이 인사교류가 있는 회

사, ④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 혹은 채무

보증을 하거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은 지분비율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실상 사업내용의 지배를 인정하여

기업집단의 의미를 넓게 파악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

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합계

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에 64개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로 지정하였는데(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일명 총수로서

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이 55개, 회사인 기업집단이 9개였다.3)

이와 같이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

한(제9조), 신규순환출자금지(제9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3)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2020. 5. 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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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

11조), 대규모내부거래와 현황 등 공시 의무(제11조의2 내지 4), 계열회

사 편입 및 제외 등의 통제(제14조의2)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 외

에도 대기업집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제23조

의2) 등과 같은 제한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분비율,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을 넓게 정의하면서도 규제의 관점에서 공정위에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다양한

출자 방법으로 서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회사들, 상법상

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본고는 행정 작용에 의한 통제 혹은 규제의 측면에서 기업집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개념에 기반을 두어 보다 넓게 기업집단을

파악하면서 기업집단 지배, 운영에 있어서의 계약적 근거를 고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규정 외에 기업집단

관련 개념과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기업집단 관련 개념

가.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회사 중 자산총

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의2

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여기에서 주된 사업 여부는 지주회사가 소유하

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지주회사는 기업

집단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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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순수지주회사와 사

업지주회사로 분류된다.4)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복잡한 기업의 소

유구조 문제 해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5)

공정거래법은 소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주회사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가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

조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기 때문에 지주

회사는 자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만

소유할 수 있고 타 계열회사의 주식은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지배주주6)

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을, 비상장회사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최소 지분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차입의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규제하고, 금산분리를 위하여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과 비금융회사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8조의2 제2항 내지 5항).

공정위에는 2020년 9월말 현재 167개의 지주회사가 신고되어 있는

데,7) 공정위가 2020년에 지정한 64개의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30개의 대

4)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제4판)』, 박영사, 2020., pp.869-870.

5)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판 공정거래백서』, 2020., p.269.

6) 상법에서는 소수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

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하는데(제360조의24

제1항),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법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칭한다.

7)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을 통하여 전환한 자는 설립

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취득 등 그 밖의 사



- 8 -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는

43개이다.8) 그러므로 지주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집단도 있고, 한 기

업집단에 2개 이상의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집단 내

에 지주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모두 지주회사

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9)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체제가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호출자,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며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는 기업집단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의된다.

(1) 상호출자

상호출자는 서로 독립한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각각

유로 전환한 자는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정위 고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등에 따라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8) 공정위 보도자료,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0. 11. 18., p.3.

9) 공정위 보도자료, 상게자료 별첨 자료, p.15, p.30. 2020년 9월 기준 대기업집

단에서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30개의 대기업집단 중에 기업집단 내에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 등으로 소속 지주회사가 2개 이상인 기업집단은 에스

케이, 지에스, 현대중공업 등 9개이고, 2019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중 24개

전환집단(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있어 전

체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6%로 총 996개 계열회사 중 793개 계

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보유하고, 나머지 203개 계열회사는 지주회

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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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출자는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고,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이 각 5

억원인 A사, B사가 각 5억원을 증자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

하기로 하였다면 B사가 A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A사에 5억원을 납입

하고, 이후 A사가 B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B사에 5억원을 납입하는 방

법으로 B사의 출자금 5억원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

회사는 실제 출자 없이 상대방 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자본 공동화 현상

이 발생하고, A사는 B사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B사

가 가진 A사의 주식 50%에 대해서도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이는

B사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질적으로 A사와 B사는 각각 25%의 자기주식

을 소유한 것과 같아져서 우회적인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지배구조 왜

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0)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상법은 자회사의 모희사 주식 취득 금

지 규정을 두어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고(제342조의2 제1항),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369조 제3항).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에 대하여 상호출자 금지 규정(제9조 제1항)을 두어 상호출자를 제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

터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제18조 제2항).

(2) 순환출자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로써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출

자하여 결국 자기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으로 순환출자를 한 회사들은 실제 출자가 없었음에도 재무상태표

의 총자산, 순자산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투자자 등이 회

사 가치를 왜곡하여 판단할 우려가 있는 점, 실제 출자 없이 의결권 있

는 주식이 늘어나서 회사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기업에 대한 지배권의

10) 임재연, 『증권거래법(개정판)』, 박영사, 2008., p.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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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가 생겨 순환출자를 한 회사의 경영진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 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경

우 개별 회사의 부실이 다른 회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 순환

출자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기업집단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이 초래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11) 순

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 혹은 제한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 활용되었는데

실제 출자 없이 각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기업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 이외에 순환출

자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에서는 2014년 7

월부터 기업집단의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제9조의

2). 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제18조 제2항), 대기업집

단으로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의4 제1항).

(3) 피라미드 출자

피라미드 출자는 순환출자에서 하나의 고리가 단절된 출자 형태로써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수직적으로 출자하는 방법으로 A사가 B사를, B사

가 C사를 소유하게 되고, 지배주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회사 주식

일부만 소유하면서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A사가 B사 주식의

50%, B사가 C사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A사는 C사

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출자 없이 25%의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피라미드

출자의 방법으로 적은 자본을 들여 C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는데 이러한 장점은 지배주주의 경제적 권리와 지배적 이익 사이의 괴리

11)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상사법

학회, 2013.,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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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

으로 이어진다.12)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피라미드 출자를 통하여 현금 흐름을 능가하

는 지배권을 갖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지배회사 체제를 만들 수 있

다.13)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

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출자 구조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다. 모회사, 자회사

상법은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를 판단하는데, A사가

B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사

를 모회사, 다른 회사인 B사를 자회사라고 한다(제342조의2 제1항). 모회

사의 지분은 다른 자회사가 가진 지분도 합산하여 계산하고(제342조의2

제3항),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완전모회사,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제360조의2 제1항).

상법에서는 자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합

병,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42조의2 제1항). 그

리고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다(제342조의2 제2항).

12)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p.871-872.

13)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Vol.54(2),

1999. 4., p.474,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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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배회사, 종속회사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에게 결산기마다 연결재무

제표14)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47조 제2

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지배회사라고 하여 외부감사법

을 적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지배회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외부감사법은 한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

우로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회사를 지배회사라고 하

고,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한다고 하여(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계기준을 살펴 지배회사, 종속회사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은 주권 상장회사(코넥스 시장 제외)와 금융회사의 회계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을, 그 밖의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

는데(제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

두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배기업,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을 종속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지배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

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지배

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고 의결권 비율을 기준으

로 하면서도 사실상의 능력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지배력과 달라지는 경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부록A. 용어의 정의).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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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과반수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력을 인정하거나 과반수를 소유

하더라도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15) K-IFRS에서는 ①피투자자

에 대한 힘, ②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

리, ③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

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요소를 지배력의 원천으로 하여 투

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

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

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

을 기준으로 지배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16)

4. 소결

최근 많은 기업이 기업집단으로 운영되면서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회계연도에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상장법인 2,301사 중에서 76.4%에 해당하는 1,758사가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은 2015 회

계연도에 71.1%에서 2019 회계연도에는 76.4%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에는 기업집단과 관

련된 규정이 없고,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정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

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기업집단의 운영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지

않다.

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4.5 참조.

16) K-IFRS 제1110호 IN8 참조. 변동이익은 고정되지 않고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으로(K-IFRS 제1110호 B56) 투자자가 피

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

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K-IFRS 제1110호 문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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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분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연결
재무제표

1,423 1,517 1,610 1,684 1,758

(71.1) (72.9) (74.7) (75.5) (76.4)

개별
재무제표

579 564 545 546 543

(28.9) (27.1) (25.3) (24.5) (23.6)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100) (100) (100) (100) (100)

[표 1]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작성 비율17)

(단위: 사, %)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행사하는 지시

권의 근거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므로 기업집단의 현실

적인 내부 통제력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서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가 어

떠한 방법으로 종속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검토

하자 하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의 정의를 활용하고, 기업집단을 지배

하는 동일인인 회사 혹은 개인을 ‘지배회사’,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는 기

업집단 내 회사들을 ‘종속회사’라고 하며, 기업집단 내 회사들을 ‘계열회

사’라고 칭한다.

제 2 절 기업집단 내부의 통제력 확보 방안

1. 개관

기업집단은 지배회사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이지만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가 법인격이 다른 종속회사를 어떠한 근거

1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20. 8. 1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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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 지배,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은 이

미 살펴본 바와 같다. 공정거래법도 지배회사의 계열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면서 지배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

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배회사는 무엇을 수단으로 기업집

단을 운영하며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는가.

기업집단은 개개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계획의 수립, 신사업 검토, 임원 임면 등의 중요 인사 발령, 계열

회사 사이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는 특징이 있다.18) 그런데 지배회사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전체

기업집단 차원에서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계열회사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에서 지배회사가 결정한 의사를 수용하여 해

당 회사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된 의사 내용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배회사로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기관으로 하여금 결정된 의사를 수용하도록 하거나 지배회사

에서 결정한 의사를 직접 계열회사의 의사로 삼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집

단 내의 지배구조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주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기업집

단의 지배구조 층위에 따라서는 지배회사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회사 내지 종속회사를 통

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배회

사의 구체적인 의사를 실현하고 계열회사가 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배회사의 지시 권한을 규정하고 계열회사에

지배회사의 구체화된 지시에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8) 천경훈,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기

업법학회, 2015.,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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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은 지배회사의 지배 아래 기업집단 차원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며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바 지배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를 지배하여 기업집단을 경제

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방법으로 주주권 행사, 인사권 행사,

계약 체결이 있을 수 있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그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

속회사의 안건을 결정할 수 있고, 종속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계열회사 사이에 임원을 겸임하게 하여 지배회사의 의사에

따라 종속회사의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종속회사를 운영, 지배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경영 자문 계약’, ‘경

영지원 용역계약’, ‘경영지원서비스 위탁 계약’과 같은 경영관리계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적 수단에 근거

하여 계열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

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배회사가 계열회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i)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 ii)회사의 집행기관인 이사 선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 iii)계약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차례대로 검토하여 본다.

2.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의 지배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

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분비율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최다출자자로 있는 것이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종속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다수주주인데 반

하여 소수주주는 조직화되지 않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속회

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배회사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나 주주제안권을 행사

하여 종속회사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종속회사의 안건으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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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게 된

다(상법 제361조).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제433조 제1항), 합병

시 합병계약서 승인(제522조 제1항), 영업앙도·양수(제374조 제1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제530조의3 제1

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제360조의3 제1

항),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상법 제350조의15

제1항),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해산(제517조 제2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임면(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1항)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도록 한다. 그러므

로 주주인 지배회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종속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는 방법으로 종속회사의 운영에 의사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

요된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서(제362조)

주주총회 소집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이사

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주주총회를 소

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제366조). 또한 종속회사의 모든 경영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는 없고, 주주총회에서는 소집 통지 혹은

소집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찬반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제363조,

제542조의4) 지배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지

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9) 더욱이 법원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20)

19) 김현태/ 김학훈,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 수단”, 『지주회

사와 법』(김건식/ 노혁준 편저), 소화, 2005., pp.328-329.

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부동

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

로 약정한 데 대하여, 법원은 매매대금 일부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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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에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회사의 의사를 실현하고 종속회사를 지배하기 어

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3. 인사권 행사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에 있어 지배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

우, 그리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에 임원 겸임 등과

같은 인사 교류가 있는 경우이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지배회

사에서 계열회사에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하는 방안이 흔하게 이용된다.

이사의 임면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지배회사는 주주로서 종속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속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지배회사의 임원을 종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하

고 기업집단 내에서 한 사람을 여러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도록 하

기도 한다. 이처럼 지배회사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권을 갖는

지배회사의 지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2020년 대기업집단의 임원 겸직 여부를 조사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30대 기업집단에는 평균적으로 48개의

계열회사가 있고 그 중 6사가 상장기업인데 상장기업의 등기임원 22명

중에서 9명이 다른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40.9%의 겸임률을

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

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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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10대 기업집단에서도 11개 상장 계열회사 등기임원의 타 계열회

사 임원 겸임률은 37.1%로 유사한 수준이다.21) 기업집단에서 특정 임원

을 여러 계열회사에 겸임하도록 하는 사유로는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

러 계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업무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점, 특히 지배회사와 계열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

배회사 이사회와 종속회사 이사회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점, 계열회사 경영 과정에서 주주인 지배회사의 이익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2)

[표 2] 2020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겸직 현황

(단위: 사, 명, %)

구분 상장기업 등기임원 겸임임원 겸임률

10대 기업집단 평균 11 35 13 37.1

30대 기업집단 평균 6 22 9 40.9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중요한 자

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 운영에 있어 업무 전반

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 목표 설정,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

현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을 수행하므로 지배회사는 인사

21) 대신기업지배구조연구소, “두산그룹 지배구조 보고서”, 2020. 9. 1., p.15.

2020년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자산

총액이 큰 순서대로 10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30대 기업집단(10대 기업집단,

한진, 두산,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

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오

씨아이, 이랜드, 태영, 에스엠)으로 보아 공시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분석

한 데이터이다; [표 2]는 겸임률을 평균 임원수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22) 최도성, “지주회사제도의 운영과 효율화방안”, 『상장협연구』 제43권,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200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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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로서 종속회사의 이사를 선임하여 종속회사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따라 종속회사가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종속회

사 이사회에 지배회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의사에

따라 종속회사를 운영하고, 이러한 방법을 계열회사 전체에 활용하여 기

업집단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 겸임의 방법으로 기업집단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사에

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민법 제681조),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하는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지배회사

이사는 지배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고, 종속회사의 이사는 종속회

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겸임 이사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

을 모두 추구하여야 하므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23)

겸임이사에게 자기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사가 자기의 계

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상법 제398조), 법원은 동일인이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두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

시하고 있다.24)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에

대해서는 두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이 자기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25)26) 지배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23) 노혁준, “지주회사 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지주회사와 법』

(김건식/ 노혁준 편저), 소화, 2005., p.373.

2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25)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8판)』, 박영사, 2020., p.781. 거래가 불공정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고, 회사의 이사가 비영리기관, 공익기

관, 정부기관의 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회사와 그 기관의 거래도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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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겸직하면서 지배회사의 의사에 맞추어 양 계열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대표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사

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지배

회사가 다수 주주라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제382조의2 제1항) 등으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선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완

전하게 지배할 수 없어 지배회사가 의도한 바대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사 겸임이 아니더라도 계열회사의 이사가 지배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배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소속 회사에는 이익이 되

지 않는 거래에 찬성하였다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상법 제399조 제2항). 그러므로 계열회사

의 임원이 인사권자인 지배회사의 의사를 만연히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

기는 어렵다. 결국 지배회사가 계열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운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

분이 생긴다.

4. 경영관리계약 체결

우리 회사법에는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해석론으

로도 운영의 근거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와 계열회

사 사이에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배회사가 해당 계열회

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배회

사 이사의 권한, 의무가 지배회사를 넘어 계열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

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26) 법원은 회사[대한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사립학

교법인(신동아학원)에 매년 회사의 계산으로 기부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이

사의 자기거래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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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 의무가 계열회사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배회사 이사가 종

속회사에 행사하는 권한, 의무에 대하여 계약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다.27)

기업집단의 계약과 관련하여, 경영위임계약은 ‘계열회사가 지배회사

에게 계열회사의 영업을 계열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도록 위임하

는 계약’, ‘수임자인 지배회사가 자기의 계산과 위임회사인 계열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경영관리계약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28)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은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 권한이 계열회사에 미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으

로 지배회사 이사가 직접 계열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경영위임계약의 의미와 다르다. 또한 이러

한 기업집단 내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이 지배기업의 계산으로 계열회

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경영위임계약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의 운

영 근거로써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 의무를 계열회사에 확대하여 계열회

사 경영에 지배회사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 지시권의 계약적 근거가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영관리계약 이외에 기업집단 운영과 관련한 계약으로는

독일주식법(Aktiengesetz)의 경영지배계약을 찾을 수 있다. 경영지배계약

은 지배회사가 계열회사 이사회에 경영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을 보유

하고 계열회사는 지배회사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여 계열

회사가 자신의 경영을 다른 기업에게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계열회사의 이사회에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27) 천경훈, 전게논문(註18), pp.46-47. 경영관리계약 외에도 계열회사의 정관이

나 이사회 규정에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과 의무가 종속회사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28)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제5판)』, 삼영사, 2019., p.673, p.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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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지배회사의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29) 이러한 경영지

배계약이 체결된다면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가 계열회사를 지배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지배계약은 상

법에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하

여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회사 기관 사이의 권한 분장을 파괴하여 소

수 주주들의 이익에 큰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상법에서 이를 허

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우리 회사법 체계에서 허용되

지 않는다.30) 또한 본고에서 검토하는 경영관리계약은 계열회사 이사에

게 전적인 복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영지배계약과 차이

가 있다.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이 종속회사에 미친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종속회사의 업무 집행은 종속회사 이사회에 맡겨져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인사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지배 역시 완전하게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회사의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배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 혹은 기업집단에만 유리하고 종속회사에 불리한 지시를 한 경

우에는 계열회사 이사가 신인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지배회사 이사

의 권한, 의무를 종속회사에 확장한다면 사전에 계약으로 지배회사의 확

장된 권한, 의무의 내용 등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그에 대한 책

임을 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소결

지배회사에서 기업집단을 운영, 지배하는 수단으로 계열회사 주주총

29) 권기범, 전게서(註28), pp.685-686.

30) 권기범, 전게서(註28), p.687;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876; 김

현태/ 김학훈, 전게논문(註19),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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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지배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경영관리계약 체결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수단은

각각의 한계로 말미암아 상호 보완, 결합하여 기업집단의 지배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의 중요한 결의 사항에 대하여 대주주인 지배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지만

상법에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 소집에 시간이 소요되고,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의 결의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열회사의 운

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거칠 수는 없다. 지배

회사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서 지배회사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계열회사의 운영을 지배하지만 지배회사의 지시가 이

사에게 부여되는 신인의무와 충돌하거나 자기 거래 등으로 해당 임원의

이사회 결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만으로 기업집단의 지배

를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방안만으로는 단독으로 지배회사의 의사를 완

전히 관철하기 어렵기에 지배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더하여 지배회사 임원의 권한을 종속회사에 확장하

는 내용의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배회사의 권한을 복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경영관리계약의 경우, 지배회사 이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권한 확장 범위를 계약 당사자의 특색에 맞추어 정할 수 있고, 종

속회사의 지시 수용 범위 및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책임 범위까지 논할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상세한 범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집단 지배의 계약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경영

관리계약은 계약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기업집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체결되고, 활용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업집

단의 경영관리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집단에서 체결한 개별 경

영관리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업집단의 운영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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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영관리계약을 통한 기업집단 운영

1. 대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체결 현황

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일반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현

황,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의4),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이라 한다)”을 고

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대기업집단의 2020년도 공시부

터 기업집단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1항 제4호 아목).

이는 계열회사의 거래 정보를 공시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자율 감

시를 활성화하고, 지주회사가 배당외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31) 공정위에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들의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가 일종의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

고 보아 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시 규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대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이하 ‘공시보고서’라

한다)’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경영관리계약 현황을 밝히게

되었다.

31)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 2019. 12. 2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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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업집단명 경영관리계약명 용역대금*

1 에스케이
사무지원용역계약, 원가경쟁력프로젝

트용역계약, HR용역계약 등
109,162

2 엘지
경영정보서비스, 임직원 교육서비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용역 등
5,500

3 롯데
경영자문 및 경영지원용역계약서, 해

외 자회사 경영지원 업무위탁계약서
44,311

나. 2020년 대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현황32)

개정된 공시 규정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한 것은 ‘지

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이하 ‘경

영관리계약 현황’이라고 한다)’이므로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만이 해당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2020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64개의 기업집단 중에서 공시보고서의 경영관리계약 현

황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곳은 22개 기업집단이었고, 이 22개 기업집단

은 모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시를 통하여 경영관리계

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집단은 64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30개 대기업집단에 한정하게 된다. 공시보고서에 경영관

리계약 현황을 기재한 22개 기업집단의 공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33)

[표 3] 2020년 대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32) 본 목차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2020

년 지정 64개 대기업집단의 2020년 공시보고서에 기재된 경영관리계약 체

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3)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30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경영관리계약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8개 기업집단은 농협, 씨제이, 부영, 현대백화

점, 한국투자금융, 하림, 셀트리온, 하이트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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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화
용역 제공 계약, 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 계약서 등
8,887

5 지에스 용역계약서(인력파견) 1,284

6 현대중공업 경영 자문 및 경영 지원 용역계약 13,777

7 신세계
경영수수료, 쇼핑몰 사업개발 서비스

계약, 자산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 등
10,448

8 한진

경영 자문 및 경영 지원 용역계약,

업무위탁계약(경영관리 및 재무관리

업무)

4

9 엘에스

직원훈련교육, 업무위탁용역계약서,

경영진단 및 감사용역 제공계약서

등

8.315

10 대림
경영기술지원협약,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 책임연료구매대행 등
9,168

11 효성
직원훈련교육, IR컨설팅, 업무위탁용

역계약
4,572

12 에이치디씨

경영진단용역계약, 인수자문용역계

약, 법률자문용역계약, 언론 및 브랜

드업무 위탁계약

1,147

13 코오롱 보험용역수수료 191

14 태영 경영자문계약 588

15 세아 경영용역계약, 사무위탁 용역계약 등 8,358

16 한국타이어 업무지원계약 8,302

17
아모레

퍼시픽

업무용역계약서, 2019년 연간 위탁훈

련계약서
15,618

18 동원 인사총무서비스, 직원훈련교육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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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라

HALLA 그룹 공동 경비 분담 약정

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설계 및 건

설관련 컨설팅

8,626

20
IMM인베스

트먼트

General & Administrative Service

Agreement
3,578

21 애경 경영자문계약 4,842

22 삼양 Shared Service Agreement 25,010

* 해당 기업집단에서 용역대금 수취회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경영관리계약 현황에서 공시하는 항목은 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 소

속회사와 거래 상대방, 경영관리계약명, 계약기간, 용역대금, 용역대금 산

정방식, 거래상대방 산정방식이다. 그러므로 공시보고서만으로는 기업집

단 소속 회사들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내용까지 알 수 없고 경영관리계

약 현황 관련 공시보고서의 주석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일부 기업집단에

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IMM인베스트먼트 기업집단은 지주회사인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

딩스가 10개의 자·손자·증손회사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6개

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았는데, 주석에 경영관리계약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전략, 조직기획, 노동쟁의 관련 조정, 예산·회계, 마케팅, 교육 등

경영관련 계획의 수립, 관련 경영정보시스템 지원, 이와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련 일반지원, ○계열사 업무조정,

성과관리 및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보고, 장부 및 기록

보관, ○규제사항 관련 정부당국과 상호 연결 및 조정, 대응, ○그 밖에

경영관리 및 자문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 일체”라고 명시하였다.34) IMM

34) IMM인베스트먼트 기업집단은 공시보고서 중 경영관리계약 현황 항목의 주

석에서, 경영관리계약(General & Administrative Service Agreement)을 체

결하고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을 공시한다

고 하면서 계약 원문 일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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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먼트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계약으로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용

역은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영관리계약에서 확인되는 용역 내용이다.

그 외의 기업집단에서 공시한 사항 중에서 직원훈련교육, 보험용역

수수료 등은 계약명으로 보아 지배회사의 기업집단 지배,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22개 기업집단이 전부 본고

에서 검토하는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기업집

단 동원의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15개의 자·손자·증손회사 중 9

개 회사와 인사총무서비스와 직원훈련교육 계약을, 6개 회사와 직원훈련

교육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석에서 직원훈련교육은 사이버 학습, 신임

임원 교육 등을 회사별로 6건-86건 수행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렇다

면 동원의 직원훈련교육 계약은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권 등을

종속회사에 확장하는 경영관리계약이 아니라 지주회사에서 계열회사 직

원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용역 계약일 것이다.

공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를 보유한 30개 기업집단 중에서

77.3%에 해당하는 22개 기업집단이 2020년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

사 사이에 경영관리·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현

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를 공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계약이 모두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어 계약적 근거인 경영관리계약

에 해당하여 지배회사 임원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 권한 등의 확장을

내용으로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제 경영관리계약을 살

펴보고 그 활용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계약의 실태 검토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을 계약 체결 주체 사이의 관계, 계약 내용

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집단에서 실

제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 및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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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로 경영관리계약을 활용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가. 계약 체결 당사자의 관계

16건의 경영관리계약35)을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계약은 대부분 지배

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 계약 상대방 회사의 지분36)을 보유

하고 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경영관리계약이 체결한 케이스가

12건이었고, 지배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지배회사와

지배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손자회사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케이스도 1건 있었다. 그 외에 지배

회사와 종속회사의 수직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사이에서 수평적인 경영관리계약

을 체결하여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경영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유

형의 경영관리계약도 있었다. 나머지 2건의 계약은 회사와 특수 관계자

사이에서 경영 지원을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37)와 영업양

도·양수 과정에서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가 원활한 영업양도·양수를 목

적으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기업집

단의 지시, 운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에 2건의 계약을 제외한 14건의

경영관리계약을 분석하였다.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된 14건의 경영관리계약은 1건을

제외하고는 지배회사와 지배회사가 직접 혹은 종속회사를 통하여 지분을

35) 공정위에서 지정한 대기업집단을 포함하여 실제 기업집단에서 체결된 경영

관리계약서를 분석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업집단 및 계약 주체

회사를 익명으로 표기한다.

36) 지배회사의 경영관리계약 체결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은 20%-100%로

다양했다.

37) 경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상대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으로 공시에서 상대회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는 취지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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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었다. 11건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체결한 계약이었다. 다만 지주회사 체

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관리계약의 당사자가 기업집단의 최

상위지배기업인 지주회사가 아니라 중간 지배회사와 그 지배회사가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경우도 2건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지주회

사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지주회사가 경영관리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되어 경영관리계약 체결을 독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회사에서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지주회사의 특정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1건 있어 용역 제공 회사가 반드시 지배회사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체결 주체는 지배회사와 그 회사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지배회사가 계약 상대방인

종속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업집단의 최상위지배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독특한 사례로는 종속회사 사이에서 경영관리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와 종속회사에서 지주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경영관리계약은 계약의 특성을 살려서 기업집단

내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나. 경영관리계약 내용 검토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계약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자문

을 하도록 하여 계약에 근거하여 지배회사의 이사가 종속회사에 지시를

하거나 종속회사의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유형의 계약이었다. 두

번째는 지배회사에서 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경영지원 업무인 인사, 노무, 회계 관련 자문 및 지원 업무로 계약에 근

거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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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경영관리계약 모두 종속회사에게 지

배회사의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1)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

실태 검토에 활용된 14건의 경영관리계약 중에서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8건이었고, 계약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상에는 종속회사의 경영전략,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

다. 지배회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의 경영관리계약 8건에서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내용, 지배회사의 자문·용역을 종속회사가 따라야 하는지 여

부, 지배회사의 자문·용역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은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의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었다. 일반적인 경영지원 업무에 포함되는 기본적

인 인사, 총무, 법무, 재무, IT 등의 업무 관련 자문은 지배회사에서 수

행하는 용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종속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및 시행’, ‘신규 진출 사업 발굴, 포트폴리오 관리’, ‘계열회사 사이의 지

분 조정’, ‘투자, 인수, 합병, 구조조정 등 투자안에 대한 검토’, ‘사업 계

획 수립, 기본 방향 제시 및 확정’, ‘이사회 안건 검토 및 자문’, ‘사업 포

트폴리오 적정성 검토 및 방향성 제시’ 등과 같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점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회사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정하여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문의

방법으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종속회

사의 핵심적인 경영 사항이 지배회사의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지배회사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임원이 종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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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번

지배회사의

자문·용역 대상

지배회사 권한

(종속회사 수용)

지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수수료

1

사업목표 부여, 사

업계획 승인, 지배

구조 결정, 자회사

내부통제 등

관련 조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분기 정산

2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경영 심사 및

개선 업무 등

지배회사에 업

무 위탁, 총괄

적 권한 부여

관련 조항

없음
매월 정산

3

계열사 중기 전략,

목표, 과제, 신사업

검토, 경영진단 등

지배회사 책임

하에 업무 위탁

진행

지배회사 고의,

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담

분기 정산

4

사업전략 수립·시

행, 신규 사업 발

굴, 인수·합병·매각

전략 수립·시행 등

지배회사가 종

속회사를 대신

하여 업무 수행

지배회사 손해

배상 책임 부

담(단 종속회

사 허위 자료

제공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

매월 정산

5

임원 겸임, 경영 공

동 조직을 통한 전

반 관리 등

관련 조항 없음

지배회사 고의,

중과실: 수수료

초과 범위 면

책/ 경과실: 면

책

매월 정산

6

계열회사 지분 조

정, 투자안, 매각

검토 및 사업계획

종속회사 경영

판단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배회사 및

임직원 면책

(고의, 중과실

분기 정산

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지배회

사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경영관리계약이 체결된 사례

가 1건 있었다.

[표 4]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



- 34 -

수립 지원 등 범위 내 자문 제외)

7

사업계획,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지

원, 구조조정, 청산

등 투자안 검토 등

종속회사 경영

판단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자문

지배회사 및

임직원 면책

(고의, 중과실

에 의한 위법

행위 제외)

매월 정산

8

경영 정책, 사업계

획 수립·시행, 신규

진출 사업 발굴, 리

스크 관리 등

종속회사는 자

문 참고하되 독

자적 결정 및

책임 부담

지배회사 면책

(고의, 과실 제

외)

매월 정산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의 경영 핵심 사항에 대하

여 제공한 자문·용역을 따라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8건의 계약은 각기 다

르게 정하고 있었다. 2건의 계약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자

문·용역의 범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이를 준수하여

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았다. 3건의 계약은 종

속회사에 경영 판단의 여지를 두었다. ‘종속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독립성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두어 지배회사의 자문·용역

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자문·용역을

참고하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지배회사

는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자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3건의 계약은 지배회사

의 자문·용역 권한을 보다 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다.

‘지배회사에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지배회사가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종속회사

에 제공하는 업무를 자문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계약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배회사의 권한이 크게 해석되는 계약에

서도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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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는 없었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 역시 다양하게 정하고 있었다. 8건의 계약 중에

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영관리계약은 2건이었는데 지배회사의

자문·용역 권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계약과 지배회사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둔 계약에서 손해배

상 조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배회사의 고의, 과실에 기한 자문·용역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

용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둔 계약은 2건이었고 이러한 계약에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혹은 종속회사의 위탁을 받아 경영관리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4건의 계약

에서는 지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지배회

사는 종속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문·용역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었던 3건의 계약에서 ‘지배회사의

경영 자문·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모

든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종속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의 임직원은 면책한다. 다만 지배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를 한 결과 발생한 손해 또는 제3자와의 분쟁

에 대하여 지배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자문·용역에 대한 준수와 관

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던 1건의 계약에서는 ‘지배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최종적인 법적 판

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징수한 해당연도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지배회사

책임 범위 감경 조항이 있었다.

경영관리계약이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으

로 분류된 계약에서, 지배회사의 자문·용역에 대하여 종속회사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통한 수용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던 3건의 계약

에서 모두 지배회사의 계약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 감면 조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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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지배회사가 중심이 되어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혹은 위탁

받아 용역·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계약에서는 지배회사

의 고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확인

되었다. 이는 계약에서 종속회사 임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할수록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임원에게 지시에 대한 책임 부담 가능

성을 완화하고, 지배회사의 권한을 강화할수록 지배회사에 일반적인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의 균형으로 보인다. 다만 지배회사

의 용역·자문 권한과 이에 대한 종속회사의 수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

정을 두지 않은 경영관리계약에서도 지배회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문에 구속되는지 여부와

지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이에 완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해석된다.

(2) 일반 경영업무 지원계약

경영관리계약 중에서 지배회사의 업무가 종속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업무에 대한 용역 제공 및 지원이 주가 되는 계약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반 경영업무 지원 유형의 계약은 지배회사 임원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

한 확장을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지배회사의 경영

관리계약에 따른 업무가 종속회사의 일반 경영 업무를 지원함에 그친다

면 이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은 기업집단의 운영에 대한 계약적 근거로 제

시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14건의 경영관리계약

중에서 일반적인 경영업무 지원계약의 유형에 속하는 계약은 6건이었는

데 이러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회사의 업무 내용 및 손해배상 규

정의 특징을 살펴본다.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6건의 계약 중에서

3건의 계약은 지배회사의 지원 분야가 재무, 인사와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인사, 총무, 재무, 회계, IT, 공시 등 전

반적인 경영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경영업무 지원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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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번
지원 대상 손해배상 수수료 특이사항

1 재무

비밀준수의무 위

반 시 손해배상

책임

매월 정산

지배회사에 대상

업무 총괄 수행

권한 부여

2 인사

지원 인력이 종

속회사 업무 수

행 과정에서 발

생한 손해는 종

속회사가, 지주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지주회사

가 부담

매월 정산

종속회사에서 지

주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3 인력
비밀 누설 시 손

해배상 책임
조항 있음

2건의 계약에서 지배회사에 ‘해당 업무 전체 혹은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

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여

지배회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독특한 사례였던 종속회사에서 지주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

약은 경영업무 지원 유형의 계약이었다. 그리고 14건의 계약 중 유일하

게 종속회사가 계약의 양 당사자였던 계약도 일반적인 경영업무 지원 유

형의 계약이었는데, 해당 계약에는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원하

는 회사는 업무를 지원받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어 사전에 종속회사인 경영업무 지원 회사가 경영관

리계약을 근거로 상대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배회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

지를 차단하고 있었다.

[표 5] 일반 경영업무 지원계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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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 재무, 총

무, IT 등

계약상 의무 위

반 시 상대방에

손해배상 책임

분기 정산

지배회사가 종속

회사 기능 보조

를 위해 대상 업

무 대신 수행

5
재무, 공시, 인

사, IT, 구매 등

의무 위반 시 손

해배상 책임
분기 정산

6

인사, 교육, 총

무, 재무, 구매

등

공급회사의 계약

불이행 시 공급

회사는 손해배상

및 상대회사 면

책 의무 부담

매월 정산

◦종속회사 사이

의 계약

◦공급회사는 상

대회사에 독점

적 지위를 가

지지 않음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의 계약과 비교하면

일반 경영업무 지원계약은 지배회사가 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6건의 계약 모두 손

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지배회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

았다. 일반 경영업무 지원 유형의 계약에서 지배회사가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종속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비

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조항을 두어 의무

위반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한 계약이 2건이었고, 지배회사

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종속회사에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하게 하는 계약도 2건 있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특이한

조항은 2건의 계약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사’ 지원 계약에서

‘지배회사의 직원을 종속회사에 파견, 겸임하여 지원하는 데 있어 해당

직원이 지배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종속회사 및 제3자

에 대한 손해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지배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종속회사가 부담한다’라는 조항과,

일반 경영업무 지원 계약에서 ‘공급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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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상대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회사는 이를 면책

하고, 상대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에

서 지배회사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면책 조항이 있었던 것과 달리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회

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에서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혹은 인원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종속회사의 해당 영역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

회사에 지시권을 행사하여 운영에 관여할 여지를 제공하는 유형의 경영

관리계약과 성격이 달랐다. 6건의 계약 모두 지배회사가 경영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종속회사, 제3자에게 발

생한 손해는 지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

항을 두기도 하고 있어 기업집단에 있어 경영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에 유

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3. 경영권위탁계약 혹은 의결권위탁계약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권 행사

목적으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경영권위탁계약, 의결권위탁계

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경영권위탁계약 혹은

의결권위탁계약은 일반적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 사이에

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조율의 필요성이 있거나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

여 상장을 앞둔 경우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해당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지배회사의 의사에 따라 종속회사 주주총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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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도 굳이 기업집단 지배, 운영의

관점에서 경영권위탁계약 혹은 의결권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경영관리계약 외에 기업집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배회사 경영진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확대를 목적으로 경영권위탁계약을 활용할 가능

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소결

기업집단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지배회사,

특히 동일인의 지시 권한이 계열회사에 미치기 때문이다. 지배회사는 종

속회사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

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의하고, 임원에 대한 임면

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종속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하

여 지시권 행사의 계약적 근거를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배

회사의 지시 권한을 종속회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경영관리계약이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 실제 계약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의 실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태 확인을 위하여 내용을 검토한 14건의 경영관리계약 중 8건의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자문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안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일부 경영관리계약에서는 이러한 지배회사의 자문에 대하여 종속회사 경

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종속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종속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였다. 계약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자문 등으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종속회사의 경영진의 지배회사 의견 수용은 자율

적인 판단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서 종속회사 경영진

에게 지배회사의 지시에 대한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았다거나 종속회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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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판단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종속회사 임원으로 하여금 지배회사의 자

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종속회사에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배회사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

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회사 경영진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배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종속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배회

사 경영진의 종속회사 경영에 대한 지시권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종속회

사에 권한을 확장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임원의 의사가 종속회사의 경영

에 반영되고 기업집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될 여지가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이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 종속회사

에 지배회사의 의사를 반영하는 계약적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경영관리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를 확인한 경영관리계약 모두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

지배회사의 컨설팅 수수료 수취를 통한 기업집단의 부의 이전 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집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관리계약

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로써 활용 방향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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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기업집단 운영

제 1 절 경영관리계약 관련 법적 쟁점

경영관리계약 실태에서 확인한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지

배회사 경영진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고 평가하

기 부족하다.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한 8건의

경영관리계약 모두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경영에 대

한 자문·용역을 실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에서는 종속

회사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기

도 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경영관리계약을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

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에 지배회사 경영진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

권 확대를 명문화하고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배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을 검토하여 경영관리계약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

각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배회사, 지배회사의 이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경영관리

계약에 따라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가 종속회사에 지시를 한 경우에

이들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면 지시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에서는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에서 제공한 자문에 대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

로 판단하고 실행하였음을 근거로 종속회사,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지

배회사 및 그 임원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배회사, 지배회사 임원에 대한 상법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을 검토하고 이러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면제 가능 여부를 경영관리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 감면조항의 관계와 함께 논의한다.

다음으로 검토할 쟁점은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의 권한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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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법에서 주주총

회 결의사항 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의 지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상법에도 불구하

고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지배회사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회사 경영진이 종속회사에 지시권

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내용은 경영관리계약과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

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는 경영관리계약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지배회사에서 지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경영관

리계약에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지배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종

속회사를 경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사에게는

신인의무가 있고, 종속회사의 이사에게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신인

의무가 부여되므로 종속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법률에 따른 신인의무와

경영관리계약에 근거한 계약 준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무의 충돌은 특히 지배회사의 지시가 종속회사에 손해 혹

은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데 종속회사 이사가 상법에

따른 신인의무를 우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집단의 계약에 따른 지

배회사의 지시 준수 의무를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

를 통한 기준을 논의한다.

제 2 절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1.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종속회사 이사가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배회사 이사에게 지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특히 경영관리계약에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임직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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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시와 책임의 관계가 더욱 문제될 것이다. 지배회사 이사의 지

시권 행사에 대하여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를 수행한 종속회사 이사가 신

인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면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

의무 위반에 관여한 것이므로 교사·방조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38) 상법은 회사에 지시권을 행사한 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업

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은 회

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

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

호)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로 보아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주주의 대표소송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401조의2).39) 이 중에서 기

업집단에 있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에 적용할 수 있

는 것은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다.

지배회사 경영진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에 지시를 하였다

면 지배회사 또는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 상법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종속

38) 김신영,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

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p.207.

39)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은 1998년 상법(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

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업

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

사로 보고, 그러한 지배주주 등에게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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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의 임직원을 면

책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상법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2.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1호의 업무집행지

시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종속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가 ②‘종속회

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③‘종속회사의 이사’에게 ‘업무집

행’을 ‘지시’하여야 한다.40)

가.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종속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지배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긍정하

는 견해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요건은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종속회사에 대

한 부당한 지시를 이유로 하여 지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큰 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규정은 영향력 있는 자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발

생한 부실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근거로 제시한

다.41) 이에 반하여 지배회사 자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정하

는 견해에서는 상법에서 법인 이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사가 부

적절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고 회사의 책임은

40)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7판)』, 삼영사, 2017., pp.911-913; 김건식/ 노혁

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93-494; 송옥렬, 『상법강의(제10판)』, 홍문사,

2020., p.1094-1095; 이철송, 전게서(註25), pp.824-826.

41)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94; 한국상사법학회 編, 『주식회사

법대계Ⅱ(제3판)』, 법문사, 2019., p.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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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 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지배회사 이사의 업무 해태와 무관한 영향력 행사와 종속회사 이

사의 임무 해태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42)

법원은 업무집행지시자의 요건 중 하나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

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43) 지배회사에 대한 업무

집행지시자 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규정은 포괄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례의 형성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지배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지시

자 책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44)

영국의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이하 ‘영국 회사법’이라

한다)45)은 회사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지침을 주어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자를 그림자이사(Shadow director)라고 하면서

(제251조), 그림자이사에게 이사의 일반적 의무(제171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고 있다(제170조 제5항). 사람은 물론 기업도 그림자이사가 될 수

있지만46)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이사들이 관행적으로 지시에 따라 행동

한다는 사유만으로 제10편 제2장 이사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directors), 제4장 구성원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transactions requiring

members' approval), 제6장 회사 단독사원인 이사와 계약(contract with

sole member who is also a director) 적용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그림자

42) 노혁준, 전게논문(註23), pp.358-359.

4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44) 천경훈, 전게논문(註18), p.49.

4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6?timeline=true (영국 온라인

법률; 최종접속일: 2021. 6. 30.)

46) John Davies, “A guide to director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mpanies

Act 2006”, ACCA(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2007. 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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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간주되지 않는다(제251조 제3항).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배회

사의 지배 수준이 높을수록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그림자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회사법의 목적을 고

려하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제10편(이사) 제2장, 제4장, 제6장의 적용에 있어서 지배회사를

그림자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7)

회사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도입 취지 및 판례의 태도,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에서 영국 회사

법처럼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지배회사가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지배회사 이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는 실질적으로 지배회사 혹은 지배회사 이

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지배회사 자신의 행위인 점, 이에 대하여 업

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한다면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인 이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들어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 책

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8) 그러나 지배회사 주주총회의 결

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의 이사가 종속회사에 전달, 지시한 것

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이사를 종속회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다49). 사견으로도 지배회사 이사가 개인적으

47) John Davies, 상게논문, p.13.

48) 김문재,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향방 - 지배와 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Vol.18(1), 한국상사법학회, 1999.,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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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속회사에 지시를 내린 경우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

는 점과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지배회사 이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요건사실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는 상법에서 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요건사실을 충족하여야 한

다. 지배회사는 법인이어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지배회사의

이사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지배

회사의 이사는 종속회사의 이사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

배회사, 지배회사 이사는 ①‘종속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의 요건을 충족

한다. 이들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식 보

유50)51) 또는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임면권 행사52) 등이 있다. 지배회사

는 사실상 종속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고, 그 지배는 종속회

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이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임면권 행사와 같은

49) 노혁준, 전게논문(註23), p.358.

50)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p.493-494.

51) 송옥렬, 전게서(註40), p.1094.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지배주주는 주식의 보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는 정당한 주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합

1011 참조)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이외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지배회사도 마

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2) 권기범, 전게서(註40), 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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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②‘종속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충

족된다.53)

다음으로 ‘종속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하는데 ‘지

시’는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묻는 데 있

어 특히 문제가 되는 요건이다. 지배회사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회사의 개별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집행지시자 책

임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가 달리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회사의 회장이 각 계열회사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계열회사의

특정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심 판결도 찾아볼 수 있다.54)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지배회사 경영

53)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을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에 대하

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사유에

서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모회사

가 자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지도 차원에서 행한 사업

계획의 승인, 경영개선 대책 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는 과점주주의 영향

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

고 2003다51088 판결).

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1300 판결. 한화그룹 회장에

게 한화그룹 5개 계열회사가 한화 및 한화건설에 콜옵션을 무상 양도한 행

위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지시를 인정하기 부족

하다는 이유에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

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42559 판결)

법원은 지배기업 회장이 상법 제401조의2 제3호에 따라 계열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에서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

자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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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권한이 종속회사까지 확대되었다면 지배회사, 지배회사의 이사는

종속회사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용역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는 직접적·간접적, 명시적·묵시

적인 것을 불문하지만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을

정도의 단순 권고, 조언, 참고자료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으므로55) 지배회

사의 지시는 단순 권고, 조언, 참고자료 제공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가 문서에 기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간접사실을 근거로 업무집행지시자

의 지시를 폭넓게 추정할 수 있는데5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경

영관리계약은 종속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지시가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57) 따라서 기업집단에서 경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영관리계약이 ③지배회사 혹은 지배회사

의 이사가 ‘종속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을 추정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 또는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물

을 수 있다.

3. 계약을 통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배제 가능성

지배회사 혹은 지배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경영관리계약으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는가. 일부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의 계약에 따른 용역 제

공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배회사, 지배회사 임

원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

55) 정동윤 編, 『주석상법[회사(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p.386.

56)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94.

57) 다만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계약은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관리계약 유형에 한정되고, 일반 경영지원을 내

용으로 하는 경영관리계약은 제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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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하여 상법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 지배회사 임원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

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00조) 위 조항을 업무집행지시자 등

에 대한 책임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제401조의2). 그러므로 상법에는 업

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

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는 상황

이다. 이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에

도 이사로 의제되는 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면 비례에 어긋난다는

사유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58) 이에 반하여 이사의 책임과 업무집행지시자

의 책임은 본질이 다른 제도인 점, 이사의 책임 면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는 것인데 업무집행지시자는 일종의 불법행위자이므

로 책임감면의 계기가 없는 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면제가 가능하다

면 상법 제400조 제2항의 정관에 따른 감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업

무집행지시자에게는 보수가 없으므로 그 감경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점,

입법취지를 들어 총주주의 동의로도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59) 또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

40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해석론상 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써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견해60)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사의 책임 면제가 가능한 데 반하여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면제할

58) 송옥렬, 전게서(註40), p.1097(집행임원에 대하여 상법 제408의9에서 제400조

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음을 들어 상법 제401조의2에서 정책적 판단으

로 인하여 제400조의 준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임재연, 『회사법Ⅱ(개정6판)』, 박영사, 2019., p.564.

59) 권기범, 전게서(註40), p.917; 이철송, 전게서(註25), p.827-828.

60)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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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상법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

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 비추어 종속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면

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401조) 이

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업무집행지

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제3

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책임

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살펴본 경영관리계약에서

도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

지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종속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업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경영관리계약 체결에 있어 종속회사의 이사

회를 거쳤다면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역시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제하는 내용이라면 상법 규정에 반하

지 않으므로 경영관리계약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종속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된 경영관리계약에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또는 제3자

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

어 지배회사, 지배회사의 이사는 종속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53 -

제 3 절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지시의 범위

1. 쟁점

경영관리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을 계열회사에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권한을 계약으로 어떠

한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상법상 종속회사

의 주주총회 결의사항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계약 당

사자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지배회사

가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종속회사의

중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

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거나 혹은 종속회사의 주주총

회,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배회사에서 직접 정한다고 한다

면 이러한 경영관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는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경영관리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배회사 지

시 범위의 한계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

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체하여 결정할 수 있다거나 종속회

사 이사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지배회사의 자문·용역에 대하여 준수의무

를 부여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배회사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부 기업집단

에서 지배회사가 수행하는 자문·용역의 범위에 ‘종속회사의 이사회 안건

검토’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지배회사의 자문·용

역 대상 업무로 ‘이사회 안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종속회사의 경영

정책·방침 수립’, ‘종속회사의 중·장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종속

회사 투자안 수립’, ‘계열회사 사이 매각안 검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의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주주

총회, 이사회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용역·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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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배회사의 지시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지시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종속회

사가 완전자회사인 경우를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독일주식법의 관련 논

의 및 주주간계약에서 업무집행 계약 관련 논의 등을 확인하면서 경영관

리계약으로 주주총회 사항, 이사회 사항 등을 상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계약과 지배회사의 지시 범위

가.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종속회사가 완전자회사

인 경우에는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의 지시 권한을 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

의 경우 1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그 의사대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

어질 것이 명백하므로 주주의 의사와 주주총회 결의를 동일시할 수 있

고,61)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이사회의 결의라고 판시하고 있다.62) 그

러므로 지배회사와 완전자회사인 종속회사 사이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

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완전자회사의

6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500 판결 등;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

인 경우에는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

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1978. 6. 13. 선고 77도39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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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여서 그 의사대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계

약이 유효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종속회사가 완전자회사

로 지배회사만이 주주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회사에 지

배회사 외의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독일의 지배계약과 경영도입계약

독일주식법63) 제291조 제1항64)의 지배계약(Beherrschungsvertrag)은

독일법상 계약콘체른을 형성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기관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회사가 그 경영을 다른 기업에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지배계약을 체결하면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경영과 관

련하여 종속회사 이사회에 합법적 지시권(Weisungsrecht)을 가지게 되

어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종

속회사의 이사회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경영을 할 수 없고 종속회사의

경영 목표 또한 지배회사의 이익으로 변경된다.65) 그러나 독일의 지배계

약과 같이 강력한 기업 계약을 규정하는 입법례는 극히 소수이고, 회사

기관 사이의 권한 분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점, 주주들의 지위

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는 점, 지배계약을 공시할 법적

방법이 없는 점, 우리나라에는 지배계약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독일과 우리의 기업 현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 체계에서 지

배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66) 또한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의 체결만

63) 이형규 譯,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와 독일 연방사법부 법령정보센터

[http://www .gesetze-im-internet .de/aktg/ index .htm l(최종접속일 :

2021.1.20.)]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64) “제291조(지배계약, 이익이전계약) ① 기업계약이란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

회사가 그 지휘를 다른 기업에 종속시키는 계약(지배계약) 또는 그 회사의

전체 이익을 다른 기업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익이전계약)을 말한다

(이하 생략)”; 이형규, 상게서, p.379.

65) 권기범, 전게서(註28), pp.685-686.

66) 권기범, 전게서(註28), pp.686-687;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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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면서 종속회사의 경영 목

표를 지배회사의 이익 추구로 삼기는 어렵고, 이러한 계약은 상법, 공정

거래법 등의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일의 지배계약 수준으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을 인정하

는 경영관리계약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에서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의 기업집단 계약으로는 경영도입계

약이 있다. 이는 회사가 제3경영자에게 회사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 영업

을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제3경영자는 위임회사로부터 대리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을 수여받아 위임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위

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 제3경영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갖고 중요한 업무

집행사항을 결정하는 구조로 콘체른 내부에서 체결되는 경우에 콘체른

경영을 보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위임회사의 이사회가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하면서 책임 경영을 하는 한 독일주식법 제

76조67)와 양립할 수 있지만 제3경영자에게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거나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권한을 수여하는 경

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68) 경영관리계약을 경영도입계약에

대입하면, 제3경영자 입장에 서게 되는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시권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종속회사의 지시를 받는 구조가 되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영도입계약 논의 역시 경영관리계약을 통한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에 활

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p.876.; 김현태/ 김학훈, 전게논문(註19), pp.337-338.

67) “제76조(주식회사의 지휘) ① 이사회는 자기의 책임 하에 회사를 지휘하여

야 한다(이하 생략)”; 이형규, 전게서(註63), p.91.

68) 권기범, 전게서(註28), pp.683-684; 해당 계약은 경영도입계약 혹은 경영관리

계약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살펴보는 기업집단에 있어 지배

회사 경영진의 권한을 종속회사로 확장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운영 목적에

서 체결하는 경영관리계약과 그 의미를 달리하므로 혼동을 방지하고자 경

영도입계약으로만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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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주간계약

경영관리계약 내용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지시 범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논의를 살펴보고 경영관리계약 관련 검토에 활용하고자

한다.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모든 주주 또는 일부 주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회사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69)

주주간계약에는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하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확장을 논의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의 논의로는 주

주간계약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 확장과 관련하여,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

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는

확장설70)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어서 성질상 이사

회가 갖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권

한 배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주주총회의 권한

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제한설71)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69) 이동건/ 류명현/ 이수균, “주주간계약의 실무상 쟁점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BFL (Business, Finance & Law)』, Vol.67, 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2014., p.77. 주주간계약은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에 의하여 대주

주의 뜻에 따라 경영되는 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 및 권한 확보의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70) 권기범, 전게서(註40), pp.677-678; 송옥렬, 전게서(註40), p.915; 정동윤,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00., pp.314-315.

71) 이철송, 전게서(註25), p.505; 정찬형,『상법강의(상)(제23판)』, 박영사, 2020.

p.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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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회사

기관에 권한을 분배하는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법에서 명문으로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확장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

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사

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

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72)는

확장설의 입장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자기거래 승인에 한정된 판단으로

사건의 쟁점에 영향이 없는 방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입장을 단언하

기 어렵다고 해석되기도 한다.73)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주주간계약을 업무

집행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미

리 주주간계약으로 정해두는 직접 규제의 방식보다는 프로큐어 조항을

이용하여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74)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주

주간계약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이사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신인의무에 반한다는 점에서 부정

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한데,75) 이와 관련하여 이사는 주주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는 의

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

해76)와 이사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여 판단을 대체하는 계약은 상법의

7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73)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

하여-”,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9., p.20.

74) 김건식,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pp.342-343.

75) 김건식, 상게논문, p.338.

76) 이사가 독립적 책임을 부담하는 직무의 수행은 주주간 합의로 정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니며, 이에 대한 주주간계약은 회사법적 효력이 없고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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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점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주들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77)가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78) 7.32조는 ‘주

주간계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b항에서 (A)정관이나 내규에 기재되어

있고 모든 주주가 그 계약을 승인하거나 (B)계약 당시 주주 전원이 서명

한 서면 계약서로 이를 회사에 알린 주주간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 당시 주주 전

원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고, 10년간 유효하며, e항에서 이사의 재량

또는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이 승인된 경우 그 재량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350조79)는 폐쇄회사 과반수 주주

가 행한 이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서면 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사

의 재량이나 권한이 통제되는 범위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에게 경

영 행위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이사의 재량 또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 이사의 재량 또는 권한이 제한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이사가 아니라

구속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견해[이철송, 전게서(註25), pp.557-558], 이사의

의결권 행사 구속 약정은 효력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천경훈, 전게

논문(註73), p.16]이다.

77) 노혁준, “주주인 이사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례 평석-”, 『외법논집』Vol.42(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163-164, p.169.

7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모범회사법 원문(2007년판)을 확인하였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571&A

ST_SEQ=313 최종접속일: 2021. 1. 4.).

79) https://delcode.delaware.gov/title8/c001/sc14/index.html (최종접속일: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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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모범회사법) 혹은 계약 당사자인 주주(델라웨

어 회사법)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80)

3. 경영관리계약을 통한 지배회사의 지시와 그 한계

상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

입 등과 같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면서(제393

조 제1항), 상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61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확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사회 결의사항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사항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사항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사항이 있는데 이 중

주주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렵

고, 채권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간섭하는 것이 부적합

하기는 하나 상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장설에 따라 자

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81) 폐쇄회사를

전제로 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주간계약에 따

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82)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의 기능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장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은 종속회사의 대주주인 지배회사와 종속회

사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간계약과 달리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

두 주주는 아니다. 완전자회사가 아니라면 경영관리계약에서 종속회사

80) 노혁준, 전게논문(註77), p.162.

81) 송옥렬, 전게서(註40), p.915.

82) 이동건/ 류명현/ 이수균, 전게논문(註6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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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사회 권한의 제한을 두는 경우 이러한 계

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주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관리

계약을 통하여 종속회사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 범위를 확장하여 종속회사 이사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종속

회사 이사가 계약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를 모두 신인의무 위반으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 체제의 운영 근거를 지배회사의 사

실상 영향력에 의한 지배에 두기 보다는 계약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

서도 상법에 반하지 않는 한 경영관리계약에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

거나 이사회 권한에 일부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의 유

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상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확대되거나 종속회사

이사의 재량이 축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국의 모범회사법,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지시를 하거나 종속회사 이사

의 권한을 제한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에게 권한 확대 혹은 축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이

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속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경

영관리계약이 아닌 상법에 주주총회, 이사회 사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제 4 절 경영관리계약과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1. 이사의 의무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

로(제382조 제2항) 수임인인 이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가 부여된다(민법 제

681조). 또한 상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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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는 미국 판례법에서 도출되는 신인의

무(fiduciary duty)와 관련이 있는데, 신인의무는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대리 문제를 방지하고자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의의무와 이사와 회

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이사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도

록 하는 충성의무로 구성된다.83)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동일한지 여

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고,84) 법원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를 거의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85) 선관주의 의무는 신인의무 중 주의의

무에, 충실의무는 충성의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아 양자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신인의무를 사용하는 입장이 있는데86) 본고에서도 이사의 선

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인의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사는 소속 회사에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

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한다고 해석되고, 주주의 이익은 특정

주주인 지배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종속회사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

83)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07.

84)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표현이거나 이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두 의무가 동일하다는 동질설[정찬형, 전게서(註71), p.1035; 최준선,

『회사법(제14판), 삼영사, 2019., p.527]과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영미법상의 충성의무를 수용한 것으로 두 의무는 서로 다르다는 이질설[권

기범, 전게서(註40), p.833; 김정호,『회사법(제6판)』, 법문사, 2020., pp.466

-467] 등이 대립한다.

8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등;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

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

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86)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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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401조 제1항),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사가 부담하는 신인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적절하게 행동할 ‘수단채무’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이사의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사가 신

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87) 그러므로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종속회사가 이사가

지배회사의 지시만 중시하여 종속회사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2. 신인의무와 계약상 의무의 충돌

기업집단에 있어 지배회사 이사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 관리 권

한이 인정된다면 종속회사의 이사가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를 당연히 따

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리계약에 근거하

여 지배회사 이사가 종속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거나, 지배에는 미

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에 종속회사

8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증권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 대출을 하면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회수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

서명, 결재한 것은 대출금이 끝내 변제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로 대출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가 대표

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도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채무는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

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대출금에서 미회수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이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는 없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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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 지배회사의 지시를 수용할 것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시

를 준수할 계약상 의무와 종속회사에 대한 신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가 종속회사에게 불리

하거나 위험,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히 쟁점이 된다.

종속회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는 소속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이고 기업집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88) 지배회사

의 지시 준수 의무가 포함된 경영관리계약이 있다면 종속회사 이사는 지

배회사의 지시를 이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배회사의 지

시는 종속회사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지배회사의 지시가 종속회사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

업집단과 경영관리계약의 특수성을 들어 종속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되는

신인의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종속회사 이사는 소속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의 우려와 지배회사의 지시를 따를 계약상 의무가 충

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무를 수행하여야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원

의 판례 등을 살펴보며 그 기준을 검토한다.

3. 비교법적 검토

가. 독일

독일주식법(1965년)은 결합기업(verbundene Unternehmen)이라는 개

념으로 기업집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포르투갈(1986년),

헝가리(1988년-2012년), 체코(1991년-2012년), 슬로베니아(1993년), 크로

88) 손영화,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

구』 제37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p.141.



- 65 -

아티아(1993년), 알바니아(2008년), 터키(2012년), 브라질(1976년) 등에 영

향을 미쳤다.89) 독일 실무에서는 기업집단을 포괄적으로 콘체른이라고

칭하며 지배회사가 지배계약에 따라 종속회사 이사회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직적 결합관계를 계약상 콘체른, 다른 기업에 과반수 참가한

지배기업이 과반수 참가를 당한 종속기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수직적 결합관계를 사실상 콘체른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독일주

식법에서 콘체른의 법 효과를 계약상 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으로 규정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90)

계약상 콘체른에 있어 주식회사가 다른 기업과 지배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는 그 기업(지배회사)에 종속되는데(독일주식법 제18조 제1항 2

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배회사는 지배회사의 이익 또는 지배

회사와 콘체른으로 결합된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한 종속회사 이사회

에 대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지시도 할 수 있지만(제308조 제1항 2

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종속회사의 손해가 콘체른에 대한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91) 종속회사 이사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므로 지시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규정(제93조)이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전체 콘체른에 불이

익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명백하지 않는 한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 하지만 종속회사에 손해를 주는 지시가 콘체른과 무관한 이익을 도모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지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고(제308조

89) Pierre-Henri Conac, “Director’s Duties in Groups of companies –

Legalizing the Interest of the Group at the European Level”,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Vol.10(2), 2013. 6., pp.199-200;

Paul Krüger Andersen et al., “European Model Companies Act(EMCA)

(First Edition)”, Nordic & European Company Law LSN Research Paper

Series No.16-26, 2017., p.371.

90) 정동윤 編, 『주석상법[회사(V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pp.363-364.

91) 정동윤 編, 상게서, pp.382-383. 지배회사의 지시는 종속회사를 파산 상태로

몰거나 지배계약 종료 후에 종속회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영

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종속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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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문), 지배회사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아래 종속회사

의 업무를 지휘할 의무가 있다.92)

자본참가의 방법으로 형성되는 사실상 콘체른의 경우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예상

되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

위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제311조 제1항)

불이익을 보상하는 경우에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93) 종속회사 이사회에는 자기 책임 하에 회사를 지휘할 의무가 부여

되고(제76조) 계약상 콘체른과 달리 지배회사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므

로 지배회사의 지시가 종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 및 지배회

사가 종속회사의 불이익을 보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여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거나 불이익의 보상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지배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도 지배기업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종속회사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기 책임 아래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94)

나. 프랑스

프랑스는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기업집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

고 판례를 통하여 기업집단 공동이익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95) 프랑스에

서는 타인의 사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악의로 위임자의 신뢰에 반

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하면서(형법 제314

92) 정동윤 編, 상게서, p.385.

93) 정동윤 編, 상게서, pp.403-406.

94) 정동윤 編, 상게서, pp.411.

95) Maggy Parien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in

France“,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Vol.4(3), 2007.,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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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1), 상법에 기업의 경영자, 임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인 목적

을 위하여 고의로 회사 재산을 해하는 것을 인식하고 남용한 경우 회사

재산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상법 제241조의3 제4항, 제

242조의6 제3항), 이는 본질적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자 1966년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이다.96) 회사의

재산, 소수주주, 채권자,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회사재산남

용죄가 도입된 이후 기업 경영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모회사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계열회사 이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

라 행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97) 그런데 기업집

단 내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기업집단 외의 다른 회사들의 거래와 달리

개별 회사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집단의 이익 추구

를 위한 공동 정책과 회사의 희생을 검토하여 회사재산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98) 법원은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

을 반영하여 회사재산남용죄를 적용하는 법리를 고안할 필요가 있었

다.99) 이에 로젠블룸(Rozenblum) 판결100)을 통하여 기업집단에 있어 회

사재산남용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101)

로젠블룸 판결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을 하는 7개사(A-G사)의 임원

96) 김재협,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 로젠

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제43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3.,

p.119.

97) 김주연, “기업집단의 이익과 업무상배임죄 –프랑스 로젠블룸 원칙을 중심

으로-”,『비교형사법연구』Vol.2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pp.3-4.

98) 정진세,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한:

대상판결: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선진

상사법률연구』제69권, 법무부, 2015., p.138.

99) 김주연, 전게논문(註97), p.8.

100) Court of cassation, Criminal Chamber, 4 February 1985, 84-91.581

(http://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07064646/ 최종접속

일: 2020. 12. 13.).

101) 정진세, 전게논문(註98),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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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로젠블룸(Rozenblum)이 향후 다른 사업 분야에 주력할 생각으로 그

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휘하는 H사(가구

판매업), I사(신발 제조업), J사(여행 대리업), K사(이발업), L사(인쇄업)

에 A-G사의 영업재산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M사를 통하여 3년간

1,150만 프랑에 이르는 영업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A-G사의 이익의 반하

고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재산남용죄로 기소된 데 대한 판결이다.102)

로젠블룸은 영업재산의 양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G사와 H-M사

는 ‘로젠블룸 그룹’으로 경제적·재정적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 내의 거래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은 기업

집단은 여러 회사들 사이에 기업 활동의 상호보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로

젠블룸 집단은 업종이 서로 달라 진정한 경제적 단일체라 할 수 없고,

A-G사와 H-M사는 로젠불룸이 수장인 외에 기업집단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로젠블룸의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재산남용죄

를 인정하였으며, 상고심에서 파기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회사의 임원

이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내의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재산남용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설시

하였다.103)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일명 ‘로젠블룸 원칙’으로 불리는 기업집단 내의

자산 남용에 대하여 회사재산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정당화 사유는 ①

계열회사들의 자본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 사이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업 통합이 있어

야 하며, ③기업집단 내 한 계열회사에서 다른 계열회사로의 재정적 지

원은 경제적 형평을 이루어 상호 부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아야 하고,

④이러한 지원으로 계열회사에 파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104) 기업집단은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계열회

102) 清水円香, “グループ利益の追求と取締役の義務・責任(1)”, 『法政研究』제
77권 제3호, 九州大学法政学会, 2010. 12., pp.454-455.

103) 정진세, 전게논문(註98),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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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사이의 공동이익 입증을 통하여 기업집단의 존재를 주장하여야 하

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정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회사재산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기업집단 전체를 위하여

수립한 공동 전략, 공동 정책에 따라 인정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05)

로젠블룸 판결은 프랑스 형사부 파기원이 약 30년 전부터 하급심에

서 제시해 온 내용을 정리, 승인하여 엄격한 조건에 의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로젠블룸 판결 이후에

도 프랑스 법원은 기업집단의 회사재산남용에 있어 정당화 사유에 관하

여 위 판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106) 이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개별 법인격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집단 경영 현실을 존중하여 기업집단

공동이익과 개별 회사의 고유이익 사이에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한계

를 설정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07) 로젠블룸 원칙은 기업집단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경영진에게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민법(Codice Civile) 제5편 제5장에 회사법 규정을 두고,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주요 문제에 대하여 부

104) Pierre-Henri Conac/ Luca Enriques/ Martin Gelter, “Constraining

Dominant Shareholders’ Self-Dealing: The Legal Framework in France,

Germany, and Italy”,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Vol.4(4), 2007., pp.519-520.

105) 정진세, 전게논문(註98), pp.142-144. 프랑스 법원은 각 사건마다 지원 행위

를 심사하여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106) 정진세, 전게논문(註98), p.139.

107) 김주연, 전게논문(註97), p.23.



- 70 -

분적·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08) 이탈리아 민법은

2004년 개정으로 제5편 제5장 제9절에 ‘기업의 지시와 조정(Direzione e

coordinamento di societa')’이라는 제목으로 제2497조부터 제2497조의7

의 규정을 두어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을 통

하여 책임을 논한다는 점에서 독일법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보다 유

연한 것으로 평가되고,109)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프

랑스의 로젠블룸 원칙을 채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110)

이탈리아 민법 제2359조 제1항은 ①주주총회에서 과반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②주주총회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 ③특정 계약관계로 인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는 그 상대 회사를 지배하고, 상대 회사를 종속회사

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제2359조에 따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제2497조의6), 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에 지시, 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제2497조의7)에는 제2497조 이하의 ‘지시와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지배회사가 지배회사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지

시를 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108) 이탈리아 민법은 Valerio Piacentini, 『Italian Civil Code translated in

English - Italian Company Law』, IPSOA, 2014. 5.의 영문 번역본과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

Gazzetta=1942-04-04&atto.codiceRedazionale=042U0262&atto.articolo.nume

ro=0&qId=9dd4f0a5-4923-4810-ba89-fab85d468fd3&tabID=0.2275538214132

2178&title=lbl.dettaglioAtto(최종접속일: 2020.12.1.)의 원문을 비교하여 검

토하였다.

109)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71

110) Vincenze Cariello, “The “Compensation” of Damages with Advantages

Deriving from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ivity (Direzione e

Coordinamento) of the Parent Company (article 2497, paragraph 1,

Italian Civil Code)”,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Vol.3(3), Walter de Gruyter GmBH&Co. KG, 2006.,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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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기에서 종속회사 주주의 손해는 주식의 가치 감소분이고, 채권

자의 손해는 회사 가치의 감소분이다(제2497제 제1항). 또한 지배회사의

불이익한 지시에 관여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도 지배회사와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제2497조 제2항). 다만 지배회사의 지시, 조정을

이행한 전체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종속회사의 손해가 제거되었다면 지

배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2497조 제1항). 이는 기업집단의 경

영진이 종속회사의 경영 관리를 위반하여 지배회사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시의 남용에 대한 책임

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111) 다만 종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종속회

사에 대한 청구로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에만 지시, 조정을 한 지배회사

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제2497조 제3항) 지배회사의 책임은 이차적

인 것으로 이해되고,112) 종속회사의 이사에게는 공정한 지시를 이행하고,

종속회사의 경영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하지 않은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여된다.113)

라. 영국

영국 회사법은 이사에게 권한 내에서 행동할 의무(제171조), 회사의

성공을 증진할 의무(제172조), 독립적 판단을 할 의무(제173조), 합리적

111) Mia Callegari, “Corporate Groups under Italian Law: A Comparative

Approach and the Brand-New “Crisis Code””, 『Frontiers of Law in

China』Vol.2019(4), Netherlands: Higher Education Press(China), 2019.

3., pp.553-554.

112) 舩津浩司, “欧州における企業グループ法制の動向と日本の法制のあり方”,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통권 제121호,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15. 3., p.122.

113) Samira Kousedghi,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Italian Corporate Group Law”, 『European Company Law』Vol.4(5),

2017. 10.,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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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량, 근면을 행사할 의무(제174조), 이해 상충을 피할 의무(제175

조), 제3자로부터 이익을 받지 않을 의무(제176조), 회사와 계획된 거래

또는 합의에 따른 이해관계를 선언할 의무(제177조)를 부여한다. 이러한

이사의 일반적 의무 위반의 결과는 보통법 또는 형평법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이사의 다른 신인의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다(제

178조).

이사의 의무 중 독립된 판단을 할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사의 재량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사의 행위

와 회사 정관에 따른 이사의 행위는 이사의 독립적 판단 의무에 위배되

지 않는다(제173조 제2항). 이는 이사가 이사의 재량을 구속하는 약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약정이 향후 이사의 재량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에

도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제3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114) 지배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의 이사가 독

립된 판단을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기업집단의 존속과 종속회사의 이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종속회사의 이사들은 신인의무의 관점에서 지배회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종속회사에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하

여야 하고, 지배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사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종속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115)

영국 회사법에는 기업집단 공동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종속회사

의 이사는 결정을 내릴 때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에 있어 지배

114) 송옥렬, “계열사 경영과 지주회사 이사의 역할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경

영에 대한 권한과 의무-”,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19., p.11.

115) Paul L. Davies/ Sarah Worthington, 『G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9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12.,

pp.5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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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선호할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116)

마. 유럽 학계의 제안

(1) 유럽 포럼(Forum Europaeum)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이 많이 운영되고 계열회사가 유럽 각국에 퍼져

있어 기업집단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117) 유럽 회사법 학자 6인이 주축

이 되어 1992년부터 진행된 유럽 포럼(Forum Europaeum)의 ‘유럽 기업

집단법 프로젝트(Corporate Group Law for Europe)’는 1998년에 기업집

단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구축 대신에 기업집단의 핵심 쟁점

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18) 이는 유럽집행

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식 보고서가 아닌 학계의 제안이지만 유럽의 기업

집단법 논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문서이고, 유럽 전체

와 유럽 각 국가의 기업집단법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제안을 다루고 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19)

이 보고서에서 제일 핵심적인 제안은 ‘기업집단 경영의 법적 인정

(Legal Recognition of Group Management)’이다. 이는 종속회사의 경영

116)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71.

117) 송옥렬, 전게논문(註114), pp.15-16. 유럽에서 기업집단 관련 규정을 통일하

고자 1974년에 ‘제9지침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공식 제안 전에 폐기되었고,

2002년에는 EU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한 ‘Winter 보고서’가 있었으나 채택

되지 않았다.

118) Christine Windbichler, ““Corporate Group Law for Europe”: Comments

on the Forum Europaeum's Principles and Proposals for a European

Corporate Group Law”,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Vol.1(2), 2000. 6., pp.265-268.

119) 김신영, 『지배·종속회사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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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위하여 종속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기업집단이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종속회사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기업집단의 정책에 통합되어 있으며, 종

속회사 경영진의 행동으로 인한 손실, 손해, 불이익이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이득, 이익, 이점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위 손실, 손해, 불이익이 종속

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때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종속회사 경영진은 이러한 조건 준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

고, 차기 총회에 준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20)

이는 EU 전체를 기준으로 조직된 기업집단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기업집단 전체, 지배회사, 종속회사를 보장하여 기업집단이 확고한 법적

근거 아래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 아래 로젠블룸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

안이다.121)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에

속한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다른 기업을 지원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일시적이고, 기업집단 구조에서 다른

이익을 얻게 되어 불이익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경영

진의 행위를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게 된다.122)

(2) 유럽모범회사법(EMCA)

2007년 9월부터 22개국 법학자들의 논의로 만들어진 유럽모범회사법

(European Model Companies Act, 이하 ‘EMCA’라 한다)은 2015년 9월

에 초안이 공개되고 2017년에 최종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회원국이 회

사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전체 또는 일부 조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반

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법이다.123) EMCA는 학계의 제안에 해당하

120) Forum Europaeum Corporate Group Law, “Corporate Group Law for

Europe”,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Vol.1(2), 2000.

6., pp.204-205.

121) Forum Europaeum Corporate Group Law, 상게논문, p.205.

122) 천경훈, 전게논문(註1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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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공식적인 규범력은 없으나 유럽 회사법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

어 회사법의 정책적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는 의의가 있다.124)

EMCA는 제15장에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종속회사

를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구분하여 보호와 유연함의 정도에 차이를 두면서 기

업집단의 현실적 운영에 집중하여 과도한 규정을 배제하고자 하였다.125)

제15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의126), 기업집단 경영, 지배회사의 주주 보호,

종속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의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집단 경영과 관련하여 제9조에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경영진

에 대한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집단 운영에서 종속

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배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서면 혹은 구두 지시를 받

음에도 회사법에서 종속회사의 법인격 독립에 치중하여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속회사를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대우하여 법

과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조항이다.127) EMCA는 사전에 지

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특별한 권리와 책임을 가정하지 않아도 지배

회사의 지시권을 인정하고,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시를

추정하며, 완전자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는 단순히 제3자 및 주주에게 정

보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 등기부에 지배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경영

123)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p.1-13.

124) 송옥렬, 전게논문(註114), p.16.

125)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73.

126) EMCA에서는 기업집단을 지배회사와 국내외 모든 종속회사 전체라고 정

의하고(제15장 제1조), 지배회사는 직간접으로 종속회사 의결권의 과반수

를 소유하거나(제15조 제5항, 법률상 지배),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지배

권이 있는 회사(제15조 제6항, 사실상 지배),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이러

한 지배를 받는 회사라고 정의하는데(제15장 제2조), 이러한 지배·종속의

개념은 IFRS 10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2011년 이전 버전인 IAS 27 연결재

무제표 기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

논문(註89), pp.375-377].

127)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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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한다.128)

구체적으로 제15장 제9조 제1항에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지배회사 혹은 지배주주에 의하

여 임명되지 않은 종속회사의 경영진(제a호), 종속회사의 사외이사(제b

호), 종속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제c호)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구

속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129) 지배회사의 지시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므로 종속회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

속회사의 이사 혹은 경영진이 사임하여야 하지만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집단 공동이익에 의

해 제한될 수 있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종속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주

주 등에 대한 보호,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에 반할 수 없으므로 지배회사

가 지정하지 않은 종속회사의 경영진, 사외이사, 근로자 대표 이사에 대

해서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130)

또한 제15장에서 종속회사 주주 및 채권자 보호 파트에 위치한 제16

조는 ‘기업집단 공동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종속회사

의 경영진이 지배회사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종속회사의 이익에 반하

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①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위한 결정이거나

(제a호), ②종속회사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

게 행동하여 그 손실 등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익 등으로 대체될 것이

라고 상당하게 가정할 수 있거나(제b호), ③그 손실 등이 종속회사의 지

속적인 존속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제c호)에는 신인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에서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

제b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제3항에서는 종속회사의 경영

진은 지배회사의 지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131) 이는 종속회사 경영진을 책임으로

128)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80.

129)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79.

130)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80.

131)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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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호하여 종속회사의 경영진은 모회사의 지시가 기업집단 공동이익

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제1항에 위반됨에도

지배회사의 지시를 수행하였다면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32) 또한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없고 채권자와 직원

등의 기타 이해관계자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자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손실 등이 합리적

인 기간 내에 이익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종속회사의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거래가 회사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태

롭게 하지 않으면 된다.133) 다만 EMCA는 기업집단 공동이익에 대해서

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집단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완벽한 정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융통성있

게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 채권자

모두에게 보완적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34)

바. 미국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회

사와 주주에 대하여 신인관계를 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삼가는 신인의무를 준수하도록 하

고,135) 이러한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한다.136) 따라서 델라웨어주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의 ‘수탁자’ 역할을 효과적

132)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80, p.387.

133) Pierre-Henri Conac, “The Chapter on Groups of Companies of the

European Model Company Act(EMCA)”,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Vol.13(2), 2016. 7., p.312.

134) Paul Krüger Andersen et al., 전게논문(註89), p.386.

135) Guth v. Loft, Inc., 5 A.2d 503, 510 (Del. 1939).

136) Cede & Co. v. Technicolor, Inc., 634 A.2d 345, 361 (De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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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37)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모범회사법

8.30조 ‘이사를 위한 행동규범’ 중 a항에 이사는 신의성실하게 회사에 최

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여야 한

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는 대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집단은 사실상 하나의 큰 그룹처럼 운영되고, 우

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기업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138) 이러한 사정에서

미국에서는 자회사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9) 델

라웨어주 법원은 완전자회사에 있어 자회사의 이사는 모회사와 그 주주

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자회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140)

사. 일본

일본 회사법141)은 지배회사 이사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을 부

여하지 않으므로 지배회사에 명시적인 지시권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 어

렵다.142) 일본 회사법의 규제는 개별 회사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집

137) William M. Lafferty/ Lisa A. Schmidt/ Donald J. Wolfe. Jr,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Under Delaware Law”,

『Penn State Law Review』 Vol.116(3), 2012., p.845.

138) 송옥렬, 전게논문(註114), p.9.

139) Eric J. Gouvin, “Resolving the Subsidiary Director's Dilemma”, 『The

Hastings Law Journal』 Vol.47(2), 1996., p.288.

140) Anadarko Petroleum Corp. v. Panhandle E. Corp., 545 A.2d 1171 (Del.

1988).

141)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7AC0000000086 (최종접속일:

2021. 1. 2.).

142) 손영화, 전게논문(註88),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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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경우에도 지배회사 이사는 지배회사의 이익을, 종속회사 이사는 종

속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 판단을 하였다면 선

관주의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143) 기업집단에 속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계열회사와 협업하는 경우에 종속회사의 이익과 기업집단 공

동이익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도 보유하는 종속회사 주식 가치의 증대를 통해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지

배회사와 달리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익 증가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속회사 이사가 종속회사 이

외의 지배회사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를 한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144)

자회사 이사가 모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선관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다.145) 상업 어음

할인, 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A회사는 100% 자회사인 B회사를 통

하여 C회사 지분의 50.41%를 보유하고 있었고, C회사는 식품 연구, 제

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이사 7인 중에서 Y1과 Y2는 A회

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Y3과 Y4는 A회사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였다. 이 판례는 C회사 이사회에서 Y1, Y2, Y3, Y4가 A회사가 발행한

CP(기업어음) 인수 안건에 찬성하여 나머지 이사 3인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CP 인수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A회사의 경영 파탄으로 인하여 C회

사가 이를 상환받지 못하면서 Y1, Y2, Y3, Y4에 대하여 회사법 제423조

제1항146)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한 사안이다.

143) 河合正二, “グループ経営における経営指揮と責任”, 『金沢星稜大学論集』　

제45권 제3호, 2012. 3., p.3.

144) 河合正二, 상게논문, p.9.

145) 名古屋高等裁判所(控訴審) 平成２５年３月２８日 平成２３年（ネ）第１３

６６号; 손영화, 전게논문(註88), pp.157-158.; 이하의 내용은 판결문 기재

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46) 第423条 1.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又は会計監査人（以下この節

において「役員等」という。）は、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株式会社に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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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147)은 Y2가 A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A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CP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C회사에 CP 인

수 안건을 제안하였고, Y1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C회사 이

사회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충실의

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Y3, Y4에 대해서는 A회사가

위 CP 인수를 조건으로 공개 매수의 방법으로 C회사의 주식을 매각하

고, 매각대금으로 CP 조기 상환을 약속하였으며, A회사가 보증인인 기

존 사채의 상환 문제도 있어서 CP를 인수하여 사채와 함께 상환받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48)

Y1, Y2의 항소에 대하여 나고야 고등법원은 CP 인수 결의 이전에

이미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사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A회사의 보증

이행 능력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행 능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받았고, C회사 관리부 직원이 이사에게 A회사에 대한 채권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알렸으며, C회사 감사위원회가 A회사에 대한 차환

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직후 C회사 이사회는 A회사에

대한 차환 등의 단기 자금 운용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데, Y1, Y2가

위 이사회 결의를 인식하면서도 본건 CP인수를 결의한 것은 기존 감사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뒤집는 것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고, A회사의 상환 능력이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C회사가

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이사, 회계 고문, 감

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7) 名古屋地方裁判所(第一審) 平成２３年１１月２４日 平成２１年（ワ）第６

９３１号

148) C회사는 Y3, Y4에 대한 판단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C회사와 Y3, Y4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Y3, Y4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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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

면서 CP인수를 추진한 것이어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관련 판례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은 기업집단이

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배임죄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하였다.149)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일명 한화 그룹 사건에 이르러 기업집

단 공동이익 개념을 사용하고, 일명 SPP 그룹 사건에서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지원 행위에 대한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판례들이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본 절의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14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5도1141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

7435 판결 등;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

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

히 대여해 주었다면,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

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경영

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면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그 타인이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

관적 요건으로 임무위배의 인식과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인식은 미

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

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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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화 그룹 사건150)

한화 그룹의 위장 계열회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설립 이후 지속적 영

업 손실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으로 기업을 존속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두 기업의 단기

차입금 합계가 2005년경 3,000억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지급보증, 연결

자금을 제공하던 한화그룹 계열사 및 그룹 전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

다. 두 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숨겨왔던 한화그룹의 지급보증 및 연

결자금 제공 사실 등이 노출되고, 그룹 신인도 하락에 따른 전체 재무상

태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자 한화그룹 회장, 재무팀장 및 부장은 우량

계열회사로 하여금 한유통에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을 하게 하고,

웰롭에 연결자금 제공을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다.151)

피고인들은 한화그룹 전체가 연쇄부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영상 판단으로 계열사들로 하여금 한유통, 웰롭에 대하

여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집단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도 별도의 독립

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집단

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피지원계열회사는 피고인

15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본 목차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

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항소심), 서울서부지방

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74(병합) 판결(1심)의 기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51) 이 공소사실 이외에도 다른 공소사실 및 죄명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기

업집단 공동이익 개념이 등장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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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른바 위장 계열회사로서 과연 그에 대한 지원이 피고인 개인이

나 그 일가 또는 특정 회사가 아닌 한화그룹 소속 계열회사 전체의 이익

을 위한 것인지조차 의문인 점, 게다가 이러한 위장 계열회사에 대한 자

금지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등

에서 규정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의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이 사건 지원행위의 주체가

되는 지원계열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회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그러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 내지 위험을 안게

된 지원계열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현재 또는 장래

의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집단이익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프랑스 로젠블룸 판결을

염두에 두어 피고인의 그룹 전체를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순

히 법인격 독립론을 들어 배척하지 않고 진지한 판단을 내린 최초의 판

결이라고 평가받는다.152)

나. SPP 그룹 사건153)

SPP 그룹은 10개의 계열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회장인 피고

152) 천경훈, “한화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 『BFL (Business, Finance &

Law)』, Vol.6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p.74.

15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본 목차의 내용은 주로 대법

원 판결 위주로 정리하였고, 사실관계는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74판결(항소심) 및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2013고합327(병합) 판결(제1심)의 기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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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특수관계인인 피고인의 장남, 차남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SPP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타 계열회사에 대한 무담보 자금대

여, 외상 공급, 수주 없는 선발주, 대금지급 유예 통합구매 등의 지원행

위를 지시하였다는 사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

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

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

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

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

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

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업집단에서의

계열회사 지원행위가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을 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①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

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②계열회사

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

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③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④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

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⑤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

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

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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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법이 법인격 독립론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기업에 발생한 손해를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지원행위를 지시한 사람에 대하여 지

원행위를 하는 계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인 배임의 고의를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집단에 있어 종래의 형식적

판단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54)

5. 소결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위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

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사의 신인의무를 계약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이사의 신인의무 변경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충실의

무에 대한 상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이

를 수정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155) 따라

서 경영관리계약에서 종속회사의 이사에게 지배회사 경영진의 지시를 준

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인의무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둔

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54) 이완형, “배임죄에서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의 한계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5도12633판결-”, 『BFL (Business, Finance & Law)』,

Vol.9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pp.99-100.

155)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전게서(註4), 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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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지배회사 경영진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자문, 지시에 따라 종속회사를 경영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는 없다.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의 사실상 지배와 경영관리계

약에 따른 자문,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고,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유만으로 신인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집단 운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속회사에 불리한 지배회사

의 지시가 있어 종속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신인의무와 지배회사의 지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최근 SPP 그룹 사건의 판례에서 제시된 기업집단 공동이익 관련 기

준과 프랑스 로젠블룸 판결, 이탈리아 회사법, EMCA의 지시권 관련 규

정을 참조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의 지

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결합하여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

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의 지시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전체의 공

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종속회사의 의사, 능력을 고려하여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종속회사의 실행이 정상적이고, 합리

적이며 종속회사의 부담·위험에 상응하는 기업집단 혹은 지배회사의 보

상이 기대된다면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종속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

하지 않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때에는 신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

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관리계약에 종속회사 이사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지시에 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기업집단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종속회사 이사가 기업집단 공동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지배회

사 지시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에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

는 경우에는 판단 과정에서 기업집단 공동이익 개념을 고려 요소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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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지시를 하고,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지배회사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관리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다만 종속회

사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지배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지시가 기업집

단 공동이익을 꾀하고, 종속회사에 미치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예정하고 있을 때에만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경영관리계약상의

지배회사 지시 준수 의무가 유효할 것이다. 당연히 기업집단의 공동이익

과 무관한 지시이거나 종속회사에 미치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지시인 경우에는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한 경영관

리계약상 지배회사 지시 준수 의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상법상 신인의무와 경영관리

계약상 지시 준수 의무의 조화를 모색한다면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

거로써 경영관리계약의 활용을 보다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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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영관리계약과 지배회사의 금전 수취

제 1 절 지배회사의 배당외수익 유형

지배회사는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종속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소유에 대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법에

서 예상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원칙적인 수익원은 배당수익이

다. 그러나 공정위가 2020년 대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있는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2개 대기업집단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

표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에서 배당수익의 비율은 40.9%, 배당외수익의

비율은 51.9%로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배당수익보다 더 높았다.156) 이러

한 배당외수익은 기업집단에 있어 지배회사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지목

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든 경영관리계약에서 컨설팅 수수료 조

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지배회사의 용역이 모호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영관리계약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에 대한 금전 수취 목적에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 수취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통제 규정과 적용 모습을 분석하여 경영관리계약이 기업집단 운영의 계

약적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배당외수익은 크게 부

동산 임대료, 상표권 수수료, 경영관리계약 등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 등

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임대료는 지배회사가 소유하는 사옥을 종속회사

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지배회사의 부동산 임대료 과다

수취 여부는 주변 건물의 임대료와 시세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설정하여 종속회사와 임대차

156) 공정위 보도자료, 전게자료(註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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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동산 임대료 수취에 대해서 부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157) 또한 공정위에서 2020년에 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관리계약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외에도 제4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을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중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기업집단은 2020년 공시보고서에 부동산 임대료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158)

부동산 임대료와 달리 지배회사에서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종속회사

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하는 상표권 수수료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경영관리계약 등을 체결하고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컨설팅 수수료는 지배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종속회사의 유용성과 관

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산출하기 어렵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종

속회사의 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달리 지배회사에만

지급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수수료 산출의 적절성, 타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다.

본 장에서는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계열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법,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특

히 지배회사의 지시권과 관련하여 경영관리계약 체결이 이러한 금전 수

취의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아니면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를 제시

157) 김상곤, “지주회사 운영상의 법적문제”, 『상장협연구』 제56호, 한국상장

회사협의회, 2007. 10., p.60..

158)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대기업집단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연1회공시및1/4분기용(대표

회사)]’ 중 ‘4. 계열회사와 특수거래인간 거래현황 - (8) 지주회사와 자·손

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목차의 임대회사, 임차회사, 임

대차 대상 부동산 소재지, 면적, 목적물(건물, 토지 여부), 임대차 기간, 보

증금, 연간 임대료 내역, 대금 지급 조건(현금, 무상 등) 항목 기재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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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문제를 제어하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며 기업집단의 운영에 있

어서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금전 수취의 현황과 문제점

1. 컨설팅 수수료

가. 대기업집단의 수수료 지급 현황159)160)

공정위의 공시 규정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2020년도 공시부터

기업집단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이 공시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공시

규정은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사이의 경영관리계약 현황을 공시

하도록 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집단은 2020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의 기

업집단 중에서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30개 대기업집단에 한정하게

되고, 2020년 공시보고서의 경영관리계약 현황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22

개 기업집단도 모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공시보고서는 2019년의 경영관리계약 현황과 용역 수수료 내

역을 기재하고 있는데, 2019년에 용역 수수료 수취 금액이 가장 많은 기

159) 본 목차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공

정위가 지정한 64개 대기업집단(2020년)의 공시보고서에 기재된 수수료 수

취, 지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60) 대기업집단의 공시보고서 중 ‘4.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7)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목차에

서 경영관리계약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 내용은 컨설팅 수수료 지급회사와

수취회사를 기준으로 소속회사와 거래 상대방, 경영관리·자문계약 명, 계약

기간, 경영관리·자문관련 용역대금, 용역대금 산정방식 및 거래상대방 산정

방식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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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회사 수취회사 계약명 수수료 배당금
수수료/

배당금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사무지원 용역
계약

545 3,000 18.17%

SK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
사무지원 용역

계약
199 7,000 2.84%

삼양사 삼양홀딩스
Shared Service
Agreement

154 100 154.00%

SK인천석유
화학

SK이노베이션
사무지원 용역
계약

121 - *1

업집단은 에스케이이고, 수취한 수수료의 합계 금액은 1,091.6억원이었으

며, 그 다음으로 많은 기업집단인 롯데의 수수료 합계는 443.1억원이었

다. 용역 수수료 수취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개161)이고, 이

들 기업집단이 수취한 용역 수수료 합계액은 2,183.3억원으로 경영관리계

약 현황을 공시한 22개 대기업집단의 전체 용역 수수료 수취액 합계

2,969.6억원 중에서 73.52%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기업집

단의 경영관리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용역 수수료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급회사의 매출 기준, 지급회사의 원가 기준, 수

취회사의 원가 기준, 지급회사의 원가 및 매출액 기준, 업무 수행에 투입

된 인건비 및 실비 정산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수

수료율 등의 계산 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기준, 용역 수수료 지급 상위 10개 기업이 지급한 용역 수수

료와 해당 기업의 배당금 총액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용역 수수료

지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인천석유화학,

현대중공업, SK루브리컨츠는 수취회사의 100% 자회사로 배당금도 전부

수취회사에 배당되는 구조였다.

[표 6] 용역 수수료 지급 상위 기업의 수수료와 배당금 비교(2019년)

(단위: 억원)

161)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을 2019년 용역 수수료 수취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에스케이, 롯데, 삼양,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신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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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그룹
업무용역계약서 119 686 17.35%

롯데지주*2
롯데제과 외

6개사

해외 자회사 경
영지원 업무 위
탁 계약서

94 572 16.43%

포승그린파워 대림에너지

경영기술 지원

용역, 책임연료
구매대행

83 63 131.75%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경영자문 및 경
영지원 용역계
약

78 - *1

SK루브리컨

츠
SK이노베이션

사무지원 용역

계약
75 5,000 1.5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
지그룹

업무 지원 계약 69 681 10.13%

*1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2 롯데지주는 ‘경영자문 및 경영지원 용역 계약서’에 따라 62개 계열회사로부터

용역 수수료 349억원을 수취하고, ‘해외 자회사 경영지원 업무 위탁 계약서’

에 따라 7개 계열회사에 용역 수수료 94억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상위 기업 중 포승그린파워가 대림에너지에 지급한 용역 수수

료 83억원에서 80.6%에 해당하는 66.9억원은 ‘책임연료 구매대행’ 계약에

따른 수수료인데, 이는 계약명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종속회사가 경영관

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

서 대기업집단에서 공시한 경영관리계약 현황의 용역 수수료 전액이 컨

설팅 수수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대기업집단의 경영관리

계약 현황 공시는 관계자거래162)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사이의 용역 계약과 지배회사의 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관리계약

이 혼재되어 수수료가 합산 공시되고 있어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에

162) 관계자거래는 자기거래, 대규모내부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등

을 통칭하고, 그 예시로는 지배주주와 회사 사이의 거래, 지배주주가 지분

을 가진 계열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등이 제시되는데, 이는 ‘related

party transaction’을 번역한 용어이다(천경훈, “관계자거래에 따른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이사회의 역할”, 『기업법연구』 Vol.31(4), 한국기업법학회,

2017., p.181); 공정거래법에서는 내부거래로 표현된다(제1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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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컨설팅 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감시를 기대하

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나. 경영관리계약의 수수료 관련 조항 검토

공시보고서를 통하여 기업집단 경영관리계약의 컨설팅 수수료 계산

방법과 그 수취·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 따라 제2장

에서 살펴보았던 14건의 경영관리계약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14건의 경영관리계약에는

모두 수수료 관련 조항이 있었고, 계약에 따라 지배회사의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종속회사는 계약 상대방인 지배회사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의

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일반 경영업무 지원계약

14건의 경영관리계약 중 일반적인 경영업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계

약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6건의 계약에는 지배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지배회사 임원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확장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의 인사, 재무 등과 같은 경영

지원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약의

수수료는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를 정산하여 계산하는 구조였다. 구체적

으로 2건의 계약에서는 지원 인력의 직급에 따라 단가 등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계약에서는 발생 비용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

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조항들의 공

통된 내용은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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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수수료 산정 기준

○ 단가가 명시된 경우의 예시

구분 인력 단가(일)

기준 금액

관리자 원

일반직 원

… 원

실비

출장비 원

기타 원

… 원

○ 별도의 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산출된 발생비용

(마진율을 합산하는 계약도 있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함

수수료 정산 방법

○ 정산 기준일에 지배회사는 실제 투입 인원에 기준 단

가를 적용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종속회사에 제출함

○ 추가 업무 증감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함

○ 성과금, 패널티 등 추가 지급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함

수수료 지급 절차

○ 종속회사는 청구서 검토 후 일정 기한 내에 이의 여부

를 통지하고,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것

으로 봄

○ 지배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기에 확정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속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함

기타 규정

○ 계열회사 증감, 자산 변동 등의 사유로 합의하는 경우

수수료 조정 가능

○ 지배회사 인력이 종속회사 업무에 부분적으로 지원하

거나 타 계열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계약

서에 분담 비율을 명시하거나 합의 요율을 적용함

[표 7] 일반 경영업무 지원계약의 수수료 조항 주요 내용

일반적인 경영업무 지원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

사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배회사의 인력이

종속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원 혹은 파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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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하지 않는다면 후술하는 상표권 수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163)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164) 따라

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 수수료 정산 방법이 종속회사에 지원한 인력

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이라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사익 편취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계약에서 단가를 명시한 경우

에는 종속회사의 주주 등 관련자들이 계약서를 보고 수수료의 범위를 예

측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발생 비용을 정산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수수료 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수수료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2)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관리계약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것

이어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8건의

경영관리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정산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 자문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산출하거나 종속회사 자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

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4건의 계약에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종

16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

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

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64) 조현덕/ 박병권,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의 법적 문제”, 『BFL

(Business, Finance & Law)』, Vol.9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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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시간

비용

기준

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 계약서에 수식이 명시된 경우의 예시

•(전기 기업집단 자문 총 비용) × (전기 해당

종속회사 자문 투입 시간/전기 종속회사에 대

한 총 자문 시간 합계) × (수수료율)

○ 그 외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문 수행의 직접비, 간

접비를 각 계열회사 사이에 객관적 합리적 기

준으로 배분하고,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

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

비율로 배분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함

•기준 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

를 산정함

○ 종속회사에서 자문 투입 시간 등에 대한 확인

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함

속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2건의 계

약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의 수수료 계산 방법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계약 상대방인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매출액 합계에서 종속회사의 매출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수수료 산정 방법이 다양했다. 나머지 2건의 계약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결합하여 지배회사에서 용역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

로 계산한 금액과 종속회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

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에서 지배회사

의 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실비는 종속회사 부담으로 하고 있었

다. 이러한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에 있어서 수수료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지시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관리계약의

수수료 조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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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 종속회사의 매출액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금액에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추후 합

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정함

수수료 지급 절차

○ 지배회사는 정해진 시기(분기말, 월말)에 종속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속회사는 기

한 내에 수수료를 지급함

기타 규정

○ 산정된 수수료와 별개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에 자문 등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종

속회사 부담으로 함

○ 종속회사가 종속회사 요건을 상실하거나 수수

료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함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를 수행한 후 소요 시간, 비용을 기준으로 컨설팅 수수료

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영업무 지원 계약과 마찬가지로 투입한 용

역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기에 수수료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컨설팅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지배회사가 수행한 자문 업무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수료 수취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

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주로서 지배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는데165) 경영관리계약의 체결만으

로 특별한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것인지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부 경영관리계약에는 종속회사의

매출액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용역 수행 대가는 종속회사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결과물인 경영계획에 따른 총 매출액과 EBITDA166)에 수수료율

165) 조현덕/ 박병권, 상게논문, p.15.

166) 기업의 상각전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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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유형의 경영관리계약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경영 자문에 소요한 시

간,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지, 종속회사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계약서에 기준 시가 등이 명시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고, 8건의 계약서

중에서 4건의 계약서에는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지만 나머지 4건은 ‘합

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율’,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비율’ 등으

로 표현되어 있었다. 따라서 먼저 살펴본 종속회사의 일반 경영지원 업

무에 대한 경영관리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지배회사가 수취하게 될 수수

료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이는 경영관리계약에서 지배회

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와 그에 대한 수수료 수취 근거 및 산출 방법

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수수료 수취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상표권 수수료

가.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수료 수취 현황

공정위는 2018년 4월에 공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상표

권 수수료 수취 내역을 시장에 투명, 상세하게 공개하여 이해 관계자들

의 자율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

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2018년 공시보고

서부터 수수료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수료 내역이 공시

되고 있다.167)

amortization)으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한다.

167)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올해부터 매년 5월 상표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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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공시된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상표

권 수수료 거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2017년에 60개 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61.67%), 2018년에 59개 기업집단 중 38개 기업집단(64.41%),

2019년에 62개 기업집단 중 42개 기업집단(67.7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168) 대개 1개의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

나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집단도 존재

하는데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169) 또한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기업집단에서는 주석에

전 계열회사가 상표 개발비용과 관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거

나,170) 상표권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

고 있다거나,171) 상표권 공동사용에 따른 이미지 관리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수수료를 수취하지는

않고 있다거나,172) 상표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상

용료 수취 내역 공개해야”, 2018. 3. 29., pp.1-2; 대기업집단은 공시보고서

중 ‘4.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10)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목차에서 상표권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표권

수수료 지급회사와 수취회사, 상표권 사용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청 등록

상표권, 사용 기간,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수취한 상표권 수수료 및 수수료

산정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68) 이은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2017년～

2019년), 『경제개혁리표트』 2020년 9호, 2020. 12., pp.7-8; 공시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므로 각 기업집단의 2018년 공시보고

서를 통하여 2017년의, 2019년 공시보고서를 통하여 2018년의, 2020년 공

시보고서를 통하여 2019년의 상표권 수수료 수취·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69) 공정위 보도자료,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2019. 12. 10., p.9.

170) 2020년 현대백화점 공시보고서.

171) 2020년 금호석유화학 공시보고서.

172) 2020년 교보생명보험 공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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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173)는 등으로 미수취 사유를 기

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기준, 상표권 수수료 수취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 기업집단으로 총 수수료 금액은 2,699.4억원이고, 그 다음은 엘

지 기업집단으로 수수료 금액은 2,672.3억원이며, 상표권 수수료 수취 금

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7개인데, 이들 기업집단이 수취한 상표

권 수수료 합계액은 상표권 수수료 수취를 공시한 전체 42개 기업집단의

수수료 합계액 중에서 7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174)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수수료 수취 금액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표권 수수료는 대

개 매출액 혹은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도 수수료 지급 회사

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수료율은 지급회사의 상표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효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한다.175)

대기업집단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상표권 수수료를 많이 지급한 상

위 10개 기업은 동일하였지만 수수료 금액에 따른 순위는 매년 변경되었

다.176) 이들 기업이 지급한 상표권 수수료 총액과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

금 총액의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

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상표권 수수료는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반하

여 배당금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당기순손

실이 발생하는 해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177)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매출이 많은

173) 2020년 대림산업 공시보고서.

174) 이은정, 전게논문(註168), p.9.

175) 공정위 보도자료, 전게자료(註169), pp.8-9.

176) 이은정, 전게논문(註168), p.23.

177) 이은정, 전게논문(註168), pp.23-24, p.26; [표 9]는 위 논문의 분석을 참조

하면서 SK에너지의 배당금 총액 자료를 사업보고서 기재 금액으로 변경하

는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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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

2017 2018 2019

지급
수수료

수수료/
배당금

지급
수수료

수수료/
배당금

지급
수수료

수수료/
배당금

LG전자 1,103 151.30% 1,031 75.86% 1,014 74.61%

SK하이닉스 340 4.82% 604 5.89% 806 11.78%

SK에너지 384 2.74% 478 9.19% 587 19.57%

LG화학 478 10.39% 522 11.35% 538 35.03%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487 98.38% 492 88.33% 492 72.25%

LG디스플레이 533 29.79% 468 *2 448 *2

한화생명보험 483 45.91% 544 72.44% 401 178.22%

GS칼텍스 288 5.01% 364 12.94% 323 17.85%

대한항공 275 114.58% 297 123.75% 288 *2

CJ제일제당 245 57.65% 290 51.69% 285 50.80%

종속회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업이 될 개연성이 높고 수수료

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종속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동일인의

권한이 지배회사에 대한 권한보다 낮은 경우에 상표권 수수료는 배당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8)

[표 9] 상표권 수수료 지급 상위 기업의 수수료와 배당금 비교

(단위: 억원)

*1 기업은 2019년을 기준으로 상표권 수수료 지급 금액이 큰 기업 순으로 정렬

하였다.
*2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178) Sojung Kim/ Woochan Kim, “Tunneling Through Group Trademark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Finance』, Working Paper N°

624/2019, 2019. 7.,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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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정한 상표권 수수료 수취의 필요성

지배회사의 상표권 수수료 수취는 계열회사로부터의 부의 이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종속회사에서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

지 않고 배당을 한다면 종속회사의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179) 그러나 기업집단은 단일 상표를 기업집

단의 징표로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위하여 지배회사가

비용을 들여 상표권을 관리하며 종속회사는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영업활

동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180) 더욱이 기업집단의 상표는 널리 알려져 있

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에서 계열

회사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지배회사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적정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므로 지배회사의 상표

권 수수료 수취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181) 그러

므로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에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해당 금

액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생

각한다. 결국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로부터 적정하게 산출된 상표권 수

수료를 수취한다면 이를 두고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로 부가 이전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79) 이은정, 전게논문(註168), pp.24-25[상표권 수수료 지급 상위 기업(GS칼텍

스 제외)이 상표권 수수료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회사의 주주들은

2019년에 수령한 배당금과 비교하여 11.78%-177.77%의 배당금을 더 받게

된다].

180) 조현덕/ 박병권, 전게논문(註164), p.18.

181)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한 기업집단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해당 기업집단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있어 조세심판원은 기업집단의 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

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표권 소유 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에 이

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2018서

2810(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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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배회사의 상표권 수수료 수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지

배회사에서 종속회사로부터 적절한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지 여

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집단 내에서 상표권 사

용에 대하여 적절한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지배회사가 과다한 수수료

를 수취하거나 부당한 수익을 챙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상법, 공정거래법의 통제와 적용

1. 기업집단의 관계자거래 관련 규정 검토

기업집단 계열회사 사이의 관계자거래는 이익 충돌이 문제될 수 있

고 다른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일정한 통제가 이루

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통제하고 있다.182) 기업집단의 수수료 수취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징수 문제가

법령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자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병렬적인 법규 중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관

련 내용을 살펴본다.

가. 상법상 규제와 내용

상법에서는 기업집단의 거래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이사

등의 자기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

고 있다.

182) 송옥렬,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상사법

연구』 Vol.33(3), 한국상사법학회, 2014., pp.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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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거래 관련 규정

이사,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회

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183) 내용은

이사 혹은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제398조).

이 때 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인 ‘이사’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부분은

겸임이사의 거래인데 법원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두 회

사의 거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반이사로 겸직하

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제398

조 제1호,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여기에서 주요주주에 대하여 인용되

는 조항이 상장회사 적용 특례이고, 해당 조문이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자기거래에 있어서 ‘주요주주’에 해당하

는지 논의가 있으나 자기거래 제한에 있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

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의 착오이므로 비상장회사의 주

요주주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184)

183) 손영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2011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Vol.32(1), 한국상사법학회, 2013., p.195.

184) 권기범, 전게서(註40), p853; 송옥렬, 전게서(註40), p.1057; 이철송, 전게서

(註25), p.780; 정동윤 編, 전게서(註55). p333; 권윤구, “개정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와 실무상의 문제”, 『상장협연구』 제66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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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에 있어서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사’가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 상대방인 ‘주요주주’가 이사회 참석 권한

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밝혀

야 한다는 견해,185)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요주주 등은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186) 등이 있고, 법원

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이사가 그 거

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개시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

로187)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는 주요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전에 해

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그 절차

와 내용이 공정하여야 하는데 공정성은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 승인이 있었으나 공정하지 않은 자기거래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데 거래의 효력을 무효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

아지므로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건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주의적

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불공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

는 유효하고 이사의 책임만이 문제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88)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미리’ 받아야 한다. ‘미리’라는 표

현은 2011년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개정 전에 법

2012.. pp.134-135; 천경훈, “개정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

한 연구”, 『저스티스』 제131호, 한국법학원, 2012., p.71.

185) 송옥렬, 전게서(註40), p.1062.

186) 정동윤 編, 전게서(註55). p342.

18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88) 송옥렬, 전게서(註40), p.1065; 이준택/ 가장현/ 박지형,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사전 규제의 실무상 쟁점”, 『BFL (Business,

Finance & Law)』, Vol.7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p.66; 천경훈,

전게논문(註184),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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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상법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사후 승인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 바 있다.189)

현행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사후 추인이 어려워졌다고 보이나 사전 승인

을 받을 의무를 행위 규범으로 부과한 것과 회사에서 사후에 거래를 스

스로 유효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후 추인을 인정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데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제재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후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며190) 개인적으로도 거래의 안전 차원에서 회사가 사후 추인을 하였

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191),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

래, 해당 사업연도 중에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

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

542조의9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사회 승인 결

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내

용, 날짜, 기간 및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제542조의9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

18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

다4291 판결.

190) 권윤구, 전게논문(註184), p.149; 천경훈, 전게논문(註184), p.82.

191) 상법에서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

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이

된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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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있다(제635조 제

3항 제4호). 다만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며 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내용을 주주총

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제542조의9 제5항 제2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객관적 범위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과 관련하여 상법과 시행령은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범위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기준

이 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

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①정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전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 ②승인 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추정한 값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재

무제표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라는 점에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가 제시된다.192) 개인적으로도 상법의 규제를 적용하는데 확정

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추후 재무제표가 변동되는 경

우 규제 적용 여부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정기주주총회

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해당 거래의 ‘거래규모’, ‘거래총액’도 어떠한 기준으

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사회 승인 여부

가 문제되는 계약에서 거래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거래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 한도가 기준이

192) 이준택/ 가장현/ 박지형, 전게논문(註188),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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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나, ‘거래총액’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이 다르

다면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를 판단하

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이해관계자와 여러 건의 거래를 하여

그 거래 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

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전체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개별 거래마다 건별로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이러한 여러 건의 거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총액이

5% 이상의 거래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동일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등과 관련

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193)

나.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내용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을 두고 있고, 관계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

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193) 이준택/ 가장현/ 박지형, 전게논문(註188), pp.68-70. 이 논문에서는 이해관

계자와 회사의 이익 충돌 가능성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총액은 실제 집행금액이 아닌 당초 계약금액에 따

라 산정하여야 하고, 특정 이해관계인과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일부 계약만 분리하여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된다

고 한다면 다른 거래, 그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진

다는 점에서 모든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러한 불분명한 규정은 추후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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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제14조 제1항),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대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

계인을 위하여 거래 금액이 회사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중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상표권 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부분

은 상품 용역의 제공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공시의 대상은 동일인194)

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

으로 하거나 이러한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용역을 제공 혹은 거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동일인 및 동일

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 상품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동일 거래상

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

조 제2항 제2호).

대규모 내부거래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

은 상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고(대규모 내부거래에 대

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

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 수의

194)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된다(공정거

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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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계약체결방식,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유형의 총 거래 잔액 등의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대규

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지 제7

조).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하여 허위로 공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공정거래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195)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과 공정위 고시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기는 하였으나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어떤 유형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 공시가 필요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196) 기업집단 내에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2011년에는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해

당 거래는 종속회사에 상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품·용역 거

래에 해당하고 종속회사에 있어서는 지배회사의 무채재산권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자산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으나197) 최근에는 지

배회사, 종속회사 모두에게 자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공

시하여야 하고,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예상금액을 기재하여야 한

다고 하여 해석하고 있다.198)

195)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

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고시를 두고 있다.

196) 이준택/ 가장현/ 박지형, 전게논문(註188), p.56.

197)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교육 자료(“대규모 내

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011. 2. 17., p.85 [공정위 홈페이지 자

료실(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49 최

종접속일: 2021. 2. 17.)].

198) 공정위 공시점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업무 매뉴얼”, 공정위, 2020. 5.

1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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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

래행위라고 보아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의 하

나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

하는 행위가 제시된다(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

로 통칭하고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

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산,

상품, 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2 제10호).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고시하여 부동산

저가 임대, 부동산 고가 임차, 인력 제공 후 인건비 미회수 등을 예시로

들며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4조의2 제2항). 이외에도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

정이 있다(제66조 제1항 제9의2호).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으로 지정된 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관계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제23조의2

제1항). 이 때 기업집단의 수수료와 관련될 수 있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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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

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8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

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

동산, 무채재산권 등 자산, 상품·용역 또는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

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

항 별표1의3 제1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는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4조의

2 제2항).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다(제66조

제1항 제9의2호).

법원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집중 방지에 있고, 내부거래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9)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관계자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기업집단 외에 다른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

용 주체는 일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규정 모두 상대방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부당지원에 대한 규정

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200) 이러한 규제는 경쟁 제한을 억제하여 불공

199)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

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한 판시이다.

200)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Vol.35(2), 한국상사법학

회, 2016.,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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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관계자거래를 견제하면서 소수주주와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201)와 함께 부당한 관계자거래에 대한 판단 기

준이 모호하고 심사 기준의 측정 단서도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지원 행

위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과다규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받는다.202)

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공시 규정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하여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의4),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

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시 규정

을 고시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배회사의 배당외수익과 관련하여 그 규모

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시 규정의 공시의무사항(제4조) 개정을 통하여 2018년 4월에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2019년 12월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지주회사

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의

무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이러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대기업

집단의 공시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사항이 공시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경영관리계약 체결과 규제의 적용

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체결에 있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특히 종속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관리계약의 체

201) 김건식, 상게논문, p.35.

202) 송옥렬, 전게논문(註182), pp.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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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인하여 지배회사 임원의 확장된 권한과 지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고, 지배회사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경영관리계약 체결과

컨설팅 수수료 지급에 있어 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담보하고, 종속

회사에서 지배회사로의 부의 이전을 방지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

는가. 대기업집단에서 2019년에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용역 수수료를 많

이 지급하였던 상위 10개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며 규정의 적용 여

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기거래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집단 내

경영관리계약 체결은 종속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요주주인 지배회사와 거

래하는 것이 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종속

회사는 주요주주가 아니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하지 않다.203) 2019년 용역 수수료 지급 상위 기업 중 롯데지주를 제외

한 9개 기업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표 10]과 같이 모회사

이거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주주이므로 상법상 자기거

래 금지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 경영지원 업

무 위탁 계약서’에 따라 7개 종속회사에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위 7개의 종속회사는 롯데지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롯데지

주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에 있어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

을 요하지 않을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롯데지주가 10% 이상

203) 손영화, 전게논문(註183),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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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회사 상장여부 수취회사 지분율(%)*2 비고

SK에너지 비상장 SK이노베이션 100 모회사

SK종합화학 비상장 SK이노베이션 100 모회사

삼양사 코스피 상장 삼양홀딩스 61.98 최대주주

SK인천석유

화학
비상장 SK이노베이션 100 모회사

아모레퍼시픽 코스피 상장
아모레퍼시픽

그룹
35.63 최대주주

롯데지주*1 코스피 상장
롯데제과 외

6개사

포승그린파워 비상장 대림에너지 69.97 최대주주

현대중공업 비상장 한국조선해양 100 모회사

SK루브리컨
츠

비상장 SK이노베이션 100 모회사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코스피 상장

한국테크놀로

지그룹
30.67 최대주주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표 10] 용역 수수료 지급 상위 기업의 상장 여부, 수취회사와의 관계

*1 롯데지주가 ‘해외 자회사 경영지원 업무 위탁 계약서’와 관련하여 용역 수수

료를 지급한 7사는 롯데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롯데지주는 수취

회사의 주식을 26.54～68.7%(보통주, 2019년 기준) 보유하고 있다.
*2 2019년 12월 31일 기준, 수수료 수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급회사의 보통

주 지분율이다.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경영관리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대기업집단의 경영관리계약 체

결 시기의 이사회 안건을 확인하였으나 경영관리계약명이 명시된 이사회

안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기간과 근접한 시기에 수수료

수취회사와의 거래 승인에 대한 이사회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에 경영관리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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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회사 계약기간 의결일*1 이사회 안건*2 가결

여부

SK에너지
2011.01.01.-

2011.12.31.

2011.01.20.
2.SK이노베이션㈜와의거래

승인
가결

2011.02.18. 1.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가결

SK종합화학
2011.01.01.-

2011.12.31.

2011.02.18. 1.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가결

2011.12.28.
2.SK이노베이션㈜와의거래

승인
가결

삼양사
2011.11.03.-

철회시까지
2012.04.10.

계열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SK인천석유
화학

2013.01.01.-

2013.12.13.

2013.07.15. 3.브랜드사용계약체결 가결

2014.01.20.
1.'14년 이사/주요주주 등

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아모레퍼시

픽

2019.01.01.-

2019.12.31.
2019.01.31. 3.계열회사간거래승인의건 가결

롯데지주
2017.10.12.-*3

2018.04.02.-*3

2017.09.28.

1.브랜드도입및사용승인의

건

2.브랜드사용계약체결승인

의건

3.경영자문및경영지원용역

계약체결승인의건

4.대규모내부거래승인의건

가결

2018.06.21
2.해외자회사경영지원업무

위탁계약승인의건
가결

2019.02.13.

※보고사항

2.해외자회사경영지원업무

위탁계약변경사항보고의

건

달리 상표권 사용 계약의 경우에는 이사회 안건에 계약명이 명시되어 있

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갱신의 건’이 안건으로 기

재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경영관리계약 등의 체결과 이사회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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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그린파

워
2016.11.22.- 2020.02.13.*4

4.경영기술지원협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현대중공업
2019.06.03.-

2019.12.31.
2019.06.02.

12.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

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SK루브리컨
츠

2011.01.01.-

2011.12.31.

2011.01.19.
4.SK이노베이션㈜과의2011

년거래총액설정
가결

2011.10.24. 3.브랜드사용계약체결 가결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
지

2019.01.01.-

2019.12.31.
2019.04.30.

2.특수관계인간의거래승인

의건
가결

*1 공시보고서에 기재된 경영관리계약 계약기간 시기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비슷한 시기에 상표권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하였다.
*2 안건에서 경영관리계약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회사가 명시되는 등

의 유사 안건을 기재하였고, 관련 없는 안건은 생략하였다.
*3 롯데지주는 7개 계열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2개사에 대한 계약

기간은 2017. 10. 12.부터 시작하였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한 계약기간은 2018.

4. 2.부터 시작하였다.
*4 포승그린파워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인 2016년의 이사회 안건에서 유사 안건

이 확인되지 않아 이후의 안건 중에서 유사 안건을 기재하였다.

나. 상장회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제

하고 있는데 이는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대기업집단의 용

역 수수료 지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에 해당하

여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장회사는 아모레퍼시픽, 롯데지주,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고, 이들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

여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규제

가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최대주주, 회사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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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회사 수취회사 계약 상대방
용역
수수료

자산총액 매출총액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

픽그룹
최대주주 119 46,789 36,707

롯데지주
롯데제과
외 6개사

특수관계인 94 91,561 *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

로지그룹
최대주주 69 62,845 31,932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영

관리계약의 수수료는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역에 투입될 시간

과 비용에 따라 계산하거나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으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2] 2019년 용역 수수료와 2018년 자산총액, 매출총액의 비교

(단위: 억원)

* 재무제표에 매출액 항목이 없다.

경영관리계약 단일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롯데지주,20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가 2019년에 지급한 용역 수수료는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205)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

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의 체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와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

록 하는 상장회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204) 롯데지주는 7개 회사에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개별 거래에 대하

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7개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규제

적용 기준을 넘지 않았기에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205) 계약 체결 혹은 갱신 시점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규정 적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으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2019년에 계

약이 체결 혹은 갱신되었다고 가정하고, 2019년에 확정된 재무제표에서 확

인할 수 있는 2018 회계연도의 자산총액, 매출총액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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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지급을 완료한 시점에서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

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적용 여부

공정거래법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상품, 용역을

제공 혹은 거래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하

고 있어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라

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의 경영관리

계약 관련 공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2019년에 가장 많은 용역 수수

료를 지급한 SK에너지를 살펴보면 50억원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상표

권 사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거

래 상대방, 거래 금액, 거래 기간 등을 기재하고 거래 금액은 향후 매출

액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추정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

나206) 2019년에 545억원의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사무지원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공시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207) 용역 수수료와 관련한 공시

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로 미루어 공정거래법

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으로는 경영관리계약 및 그 수수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6) SK에너지 2017. 12. 28.자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보고서 참조.

207) 용역수수료를 수취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관련 계약에 대한 공시보

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매년 4월 말에 ‘SK

SUPEX 추구협의회 운영비용 분담’ 관련 거래를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

래’로 공시하고 있는데 이 공시는 거래 기간, 거래 금액, 기타에 기재된 내

용 등으로 보아 ‘사무지원 용역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SK에

너지 2019. 4. 25.자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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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자산, 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으로 지배기업, 종속기업 등 경영관리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

결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내용을 고

려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

적인 행위 규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은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이 규정 역시 경영관리계약의 체결에 있어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정

할 때에 적정한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

겠지만 체결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사실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대기업집단에서 2019년에 용역 수수료를 많이 지급한 상위 10개

기업 중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업은 용역 수수료를 200억원

미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당히 유리한 조

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에도 지배회사에서 타 계열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하기 어렵

고, 지배회사가 아닌 제3의 회사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용역 대금을 비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영관리계

약의 체결에 있어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 공시 규정의 적용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

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회사의 수수료 수취 금액 증가에도 불

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대규모 내

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공정위는 공시 규

정을 개정하여 용역 수수료, 상표권 수수료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208)

208)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전게자료(註16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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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0년부터 경영관리계약의 수수료 공시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집

단의 2019년 용역 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공시보고서가 누적

되면 향후에는 수수료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등으로 활용 범위

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2020년 공시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업집단별로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의 범위를 달리 파악하여

자문, 지원 등의 경영관리계약 관련 수수료를 공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계열회사와 체결한 각종 용역 계약을 포함한 수수료를 공시하는 경우도

있었다.209) 따라서 수수료를 수취·지급하는 계약별로 계약명, 용역 수수

료 지급회사와 수취회사, 수취회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업무를 기재하도

록 하도록 하여 기업집단 내의 경영관리계약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기업집단별 컨설팅 수수료 규모를 파악하

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표권 수수료도 대기업집단의 공시보고서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

고 지배회사에서 수취하는 수수료의 규모와 배당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배회사 수익에 있어 상표권 수수료 의존 여부, 수수료 규모 과다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부를

이전하여 사익을 편취하는지 점검하면서 과다한 금전 수취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시장 감시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 공시보고서에

서 공개하는 내용만으로는 계열회사 사이에 책정된 상표권 수수료의 구

체적 산출 근거 및 상표권 수수료 지급·수취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더하여 상표

권 수수료 결정 근거에 대한 공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210)

209) 이에 대하여 공시 규정에서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

록 하는 것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 거래 중 일

부에 한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용역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

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기

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9. 11. 11.,

경제개혁연대, p.1)

210)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상게자료,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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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적절한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수료

금액 공시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수수료 책정,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공

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상표권 수수료뿐 아니

라 경영관리계약의 컨설팅 수수료 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이라고 할 것이다.

제 4 절 경영관리계약과 금전 수취의 투명성 제고

지배회사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종속회사에 확장하

고, 기업집단 지배, 운영과 관련한 지시·자문에 대하여 종속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있어 상법, 공정거래법의 중첩적 규제는 적

절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을 전제하지 않은 규제이기는 하지만

상법은 최대 주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에 부당한 계약으로 최

대주주 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요

구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규제 외에 상법, 공정거래법의 중첩적

규제가 경영관리계약의 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거나 계약의 공정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지배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수취는 주변 부동산과 시세와 비교하여

임대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고, 상표권 수수료 수취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가치에 따라 수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경영관

리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는 지배회사가 수수료 수취에 상응하는 용

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수취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컨설팅 수수료의 수취·지급에 있어 상법, 공정거

래법의 규제는 컨설팅 수수료가 지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수수료인지,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종속회사에서 지배

회사로 부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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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2017년, 10년 전에 제정되었던 주주권 지침의 개정안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Ⅱ)을 채택하였는데, 제9c조에서 ‘관계자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승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211) 회원국

은 늦어도 거래 종료 시점에 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

에는 특수관계자의 성격, 이름, 거래 일자 및 거래 금액, 소액 주주를 포

함하여 관계자가 아닌 주주 및 회사에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9c조 제2항). 관계자거

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

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the administrative or supervisory body of company) 등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고(제9c조 제4항), 자회사와 체결된 중요한 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회사와 관계자가 아닌 주주의 관점에서 관계자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제9c조 제7

항).

관계자거래를 공시하도록 한 개정지침은 과거 공시 의무가 없었던

유럽연합 각국에서 공시 의무의 도입으로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 공

시는 지배주주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

행에 벗어나는 관계자거래는 평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관계

자거래가 종료되자마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투명성과 감독의 관점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기대를 얻고 있다.212) 그러나 관계자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은 소수

211)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mending Directive 2007/36/EC as

regards the encouragement of 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https://eur-lex.europa.eu/eli/dir/2017/828/oj (최종접속일: 2021. 2. 27.)].

212) European Company Law Experts Group(ECLE), 『Implementation of the

SRD Ⅱ Provis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Law Working Paper No.543/20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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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불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사회의 구성

에 대한 관계자의 영향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주주 과반수에 의한 승

인이 소수주주 보호에 더 효과적인데 개정 지침은 이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참조로 두어 유럽연합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침의 영향을 약화시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제공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213)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배회사에서 컨설팅 수수료

를 수취하는데 있어 우리 상법이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공정거래법

이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의 방향 자체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종

속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이사회는 임면권을 갖는 지배주주인 지배회사의 영향에

서 자유롭기 어려우므로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는 경영관리계약의 공정성

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시의 범위를 좀 더 강화하

여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계약서 공개에 과다한 기업 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면 지배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컨설팅 수수료 산

정 방법 등과 같은 계약의 중요 부분을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유럽

연합의 개정지침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관

리계약의 공정성, 합리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면 경영

관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컨설팅 수수료 수취를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집단에서는 지배회사 임원의

지시권을 종속회사에 확장하여 기업집단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

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근거한 지시권을 행사하여 기업집

단과 종속회사의 발전을 꾀하며 대가로 공정한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지

급함으로써 부의 이전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9., pp.41-43.

213) European Company Law Experts Group(ECLE), 상게논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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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배회사가 기업집단을 운영하고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계약에 주목하여 경

영관리계약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계약이 기업집단 운영에 있어서

계약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경

영관리계약 14건 중에서 8건의 경우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종속회

사에게 경영상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배회사의 자

문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관

리계약을 근거로 지배회사의 지시권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

사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하면서 독자적으로 종속회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에서

는 지배회사 경영진이 계약을 근거로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지시

권을 행사하며 관여할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로 지배회사에서 경영관리계약을 활용

한다면 계약에 따라 지시를 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이사가 업무집행지

시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으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종

속회사에 대한 지시 권한을 어떠한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종속

회사 이사의 신인의무와 지배회사 지시에 따를 계약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하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계약에 근거하여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이사가 종속회사에 지시권

을 행사하였다면 종속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가 되어 상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법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

으나 이사의 책임 면제가 가능하고,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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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사회의 결의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의 책임

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영관리계약은 대개 최대주주

와 체결하여 상법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속회사 이사회의 승인

을 받으므로 계약에 지배회사,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할 것이다.

경영관리계약은 대주주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종속회사에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에 계약으로 종속회사의 주주총회 권

한을 강화하거나 이사회 권한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소수 주주의 입장

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관리계약이 종속회사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

하고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 범위를 확장하여 종속회사 이사회의 재량 범

위를 축소하더라도 상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실행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와 종속회사의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지시권을 행사

한 지배회사와 지배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권한 확장과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조화를 경영관리계약만으로 모색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에 주주총회, 이사회 사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종속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는 종속회사의 경영관리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속회사 경영진이 지배회사 경

영진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자문 혹은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신인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종속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지배회사의 지시가 있다

면 이를 따르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시

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종속회사의 부담과 위험에

상응하는 기업집단 혹은 지배회사의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

속회사 경영진이 신인의무 위반 없이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종속회사 이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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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시를 따른 경우에 종속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

담하도록 한다면 종속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계약상 지시

준수 의무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관리계약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운영의 근거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지배회사의 수수료 수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기

업집단의 관계자거래에 대한 상법, 공정거래법의 중첩적 규제 중 상법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은 경영관리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종속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배회사의 영향을 받는 종속회사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는 경영관리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 종

속회사 이사회는 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지배회사의 영

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종속회사 이사회 승인을 들어 경영관리계약 내

용이 수수료 책정 등에서 지배회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배회사가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종속회사로부터 수수

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수수료가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비추어

적정한지와 관련한 부의 이전 문제는 경영관리계약 내용의 공정성이 담

보되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계약서 전

문 혹은 지배회사의 자문·용역 조항, 수수료 관련 조항과 같은 주요 부

분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지배회사가 아닌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관리계약

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경영

관리계약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 강화로 효과적인 시장 감시

를 유도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사전에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의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경영관리계약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배회사가 경영관리

계약에 근거하여 종속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확장의 계약적 근거로

경영관리계약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의 자문에 대한 종속회사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등의 지시에 대한 책임, 지배회사의 자문 가

능 범위에 대한 검토, 종속회사 이사의 신인의무와 지배회사의 지시 수

용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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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이 수수료 수취 수단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행 공시 범위를 확장

하여 공정한 컨설팅 수수료 책정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하여 기업집단의 운영 과정에서 지배회사는 경영관리계약을 근거로 종속

회사에 대한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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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ractual Basis

of Company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

Lee Yeoj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case of a Corporate Group formed by multiple companies,

it is common to observe such Corporate Group operating in the

manner of a single entity although each company comprising the

Corporate Group constitutes a separate legal entity. Notwithstanding,

however,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operation

of Corporate Groups. A holding company of the Corporate Group may

exercise control over subsidiaries as a major shareholder of a

subsidiary but there are also numerous instances in which the

holding company manages and operates a Corporate Group pursu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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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 agreement on business operation entered into by the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This paper reviews operation of Corporate Groups by focusing on

such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and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such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Based on review of fourteen (14) cases of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within Corporate Groups,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can be identified as follows: contracts under which the holding

company provides advice on important business matters of its

subsidiary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plan of the

subsidiary or contracts under which the holding company assists

business operation of the subsidiary including on human resources,

employment and accounting. With respect to the latter, it was

difficult to discern any direct intervention into the operation of the

subsidiary by the holding company. On the other hand, both type of

contracts requires holding company to receive management fees from

the subsidiary.

Contracts on the advisory of business operations do not compel

subsidiaries to comply with the advice of the holding company and

certain contracts mandate relief of liabilities of the holding company

and its directors and officers. In that regard, this paper reviews

issues on liability of the holding company and of the persons of the

holding company that issue instructions to the subsidiary pursuant to

the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and possibility of waiver of such

liabilities. The paper further delves into question regarding the scope

in which the rights of the holding company and its directors may be

restricted under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and on the issues

relating to the fiduciary duties o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A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should find a balanc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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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ing rights of the holding company and protecting interests of

subsidiaries and a balance of the directors’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ose orders under a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and their

fiduciary duties.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are sometimes denounced as

tools serving to extort money by holding companies instead of being

utilized for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As such, management

fees under the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must be fair. Fairness

of the management fees cannot be guaranteed based on process of

board of directors’ approval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an

effective market surveillance system must be implemented by way of

toughening disclosure obligations on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Although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are utilized within

Corporate Groups, the contracts fall short of providing contractu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Corporate Groups. For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to serve as contractual basis for expanding

holding companies’ control over subsidiaries, further discussions must

be held on the liability for issuing instructions to the subsidiary

company, scope of advice by the holding company and balance

between directors’ compliance with fiduciary duties and compliance

with the contract. Furthermore, current disclosure obligations on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should be broadened to ensure fairness

of management fees. Only then, will holding companies’ exercise of

power over subsidiaries based on business management contracts

become reasonable.

keywords : corporate group, business management contract,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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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duciary duty, management fee, related

party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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