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1. 硏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高度成長의 결과로 經濟規模가 커짐에 따라 政

府主導에 의한 産業政策의 한계 및 金融市場의 非效率性이 문제로 제기

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保險部門에서 진행된 自律化, 開放化의 推進過

程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新設生保社들의 經營不實과 保證保險社를 포

함한 일부 損保社의 不實解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保險監督當局은 ' 96년 8월 支給餘力不足 生保社에 대한 制裁

및 增資命令을 내린 바 있고, ' 97년 3월말까지 이를 履行하지 않은 17

개 생보사에 대하여 그 未履行規模에 따라 機關警告, 契約者配當制限,

保險事業規模制限 등의 制裁措置를 취한 바 있으며, ' 97년 3월말 기준

으로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18개 생보사들에 대하여 또다시 增資

命令을 내리게 되었다.

최근 보험감독당국은 ' 98년 4월부터 변경된 支給餘力 基準에 의거하

여 지급여력 부족으로 판명된 생손보 총 22개 회사에 대하여 經營改善

計劃을 징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實事를 거친 후 退出對象會社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他金融圈에 대한 政府主導의 退出決定은 외환위기 등에 따른 金融·

信用梗塞 現象과 정책상의 미비로 말미암은 連鎖的인 企業倒産으로 인

한 大量不良債權의 發生 등의 構造的이고 複合的인 要因이 작용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保險産業도 그동안 주로 신설사의 經營不實

化 現象 등에 의한 支給餘力 不足과 ' 9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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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도산으로 인한 大量不實債權에 의해 새로이 진행된 不實資産 문제 등

으로 말미암은 不實保險社의 퇴출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退出 및

構造調整의 한 手段으로서 M&A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M&A는 우리나라의 기업정서 및 관행상 다소 異質性이 높아

그 事例가 극히 制限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活性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前述한 바와 같이 企業構造調整의 한 形態로서 M&A가

積極的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IMF合意事項에 따른 本格的인 구조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外國企業에

의한 敵對的인 M&A까지도 許容하는 급격한 制度改編이 이루어졌다.

IMF 救濟金融 이후 우리나라 企業들의 급격한 株價下落과 海外 多

國籍企業의 國內進出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向後 構造調整의 方向

이 정해지고 金融危機 狀況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경우 敵對的인 形態를

포함한 국내기업의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경향은 保險産業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최근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引受를 위한 外國企業 및 專門 M&A브로커들의 問議 및

實事 事例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國內 保險部門의 M&A를 고려할 때 敵對的 M&A의 許容措

置에 따라 外國企業의 國內保險會社 引受는 매우 容易해진 반면, 外國

企業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敵對的인 M&A의 意思를 보일 경

우 우리나라 保險社들이 구사할 수 있는 防禦戰略은 외국기업의 防禦手

段에 비해 相對的으로 劣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不公

正한 條件에서 賣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制度的인 補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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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A는 그 自體로서 構造調整 및 企業經營에 대한 外部監視 등의

肯定的인 效果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敵對的 M&A가 許容되어 있는

상황에서 防禦手段에 대한 制度的인 與件이 相對的으로 未備되어 있을

경우 引受企業 및 引受對象企業間의 去來條件에 대한 衡平性이 缺如되

기 쉬우므로 - 引受企業에 대한 特惠와 같은 - 市場歪曲이 發生할 가

능성도 있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현재와 같이 敵對的인 M&A가 許容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使用할 수 있는 防禦手段에 대하여 制度的 衡平의

次元에서 硏究함으로써 방어수단과 관련된 제도적인 整備事項을 提示하

고자 한다.

2 . 硏究方法 및 構成

本 硏究는 국내에서 발생한 敵對的 M&A의 事例를 통하여 이의 국

내보험산업에의 適用可能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敵對的 M&A의 發生可能性에 대한 광범위한 分析은 그 接近

方法의 성격상 向後 硏究課題로 남겨두기로 하고 本 硏究에서는 防禦手

段 및 制度的인 內容을 主要 分析對象으로 한다.

本 硏究의 構成은 제Ⅰ장 序論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敵對的 M&A의

經濟的 效果 및 動機, 敵對的 M&A의 類型 및 關聯法規의 變遷內容 등

과 같이 一般的으로 주장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槪觀하고, 제Ⅲ장에서

는 敵對的 M&A의 一般的 防禦手段으로서 會社構造의 根本的 變更을

통한 方法, 定款規程의 新設 및 變更을 통한 方法, 株式制度를 통한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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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고찰한다. 그리고 M&A가 가장 활발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一般

的으로 適用可能한 防禦手段을 槪括的으로 比較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敵對的 M&A에 露出되기 쉬운 企業의

特性과 이의 許容背景 및 發生可能性과 國內의 敵對的 M&A 發生事例

에서 사용된 防禦手段을 고찰하며,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살펴본 국

내의 敵對的 M&A에 사용된 防禦手段을 分析하여 保險産業에의 適用

可能性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制度的 改善事項을 提示하고자 한다.

그리고 別添으로는 國內에서 시도된 敵對的 M&A의 事例들을 수록

하여 現實的인 理解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本文에서 引用

된 關聯法規의 該當條項들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본문내용과 對照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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