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敵 對的 M &A 의 一 般的 防 禦手 段

1. 會社構造의 根本的 變更을 통한 方法

가 . 主要資産 (c ro w n je w e l)의 讓渡

引受對象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經營資源중 敵對的 M&A의 유인이

되는 事業部門과 資産을 賣却하여 引受企業의 敵對的 M&A 동기를 없

애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敵對的 M&A가 실제로 시도되기 전에는 이를 豫

測하기 어렵고, 敵對的 M&A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의 사업부문이나 자

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現實的인 代案이 되기

어렵다.

게다가 공개매수가 시도된 경우 매수시도측은 商法上 회사재산의 임

의처분에 대해 不動産 및 有價證券 留止假處分 申請을 할 수 있어49)

방어수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방식은 特定企業이 敵對的 인수를 시도할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友好的인 제3세력에게 특정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는

자산 lock-up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資産 lock-up方式에 대하여는

제Ⅴ장에서 법률적 문제와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나 . 借入에 의한 企業引受 (le v e ra g e d buy- o uts )

49)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回復할 수 없

는 損害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

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株主는 회사를 위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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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受對象企業이 자사의 자산을 담보로 外部로부터 資金을 借入하여

제3회사(shell corporation)를 설립하고, 現經營陣이 제3회사에 일부를

출자함으로써 제3회사의 資産을 構成한다.

이렇게 설립된 제3회사가 引受對象企業의 株式을 買入하고, 引受對

象企業과 合倂한 후 引受對象企業 경영진이 經營權을 持續的으로 確保

함으로써 敵對的 M&A를 저지하기 위한 白騎士(white knight )의 代用

策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부자금의 차입으로 인해 負債가 높아져 財務構

造가 不健全하게 되고, 引受對象企業의 少額株主들을 逐出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 資本構造 再編 (re ca p ita liz a tio n)

1) 負債를 增加시키는 方法

引受對象企業이 부채를 증가시켜 고의로 財務構造를 惡化시키는 방

법이다. 引受對象企業의 재무구조 악화는 敵對的 M&A를 시도하는 측

의 未來利益을 除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敵對的 M&A가 성공한 후

에도 재무구조 정상화에 따른 費用이 追加되므로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회사의 負債比率을 고의로 증가시킴으로써 金融費

用을 발생시키고, 예기치 못한 經濟與件 變化에 의해 기업이 破産할 수

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株主의 利益을 침해할 수 있어 주주들의 반대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50) .

50) 現行 商法은 所有와 經營의 分離를 志向하여 株主總會의 權限을 대폭 縮

- 31 -



2) 自己資本을 增額하는 方法

이는 토지등 부동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固定資産 處分利益이나 계열

사 지분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投資資産 處分利益 등으로 自己資本比率

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즉, 自己資本比率을 增加

시킴으로써 敵對的 M&A세력의 引受費用을 높이게 됨으로써 防禦手段

의 役割을 할 수 있다51) .

3) 資産價値의 現實化

資産再評價를 통하여 低評價되어 있는 資産價値를 현실화함으로써

敵對的 M&A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引受企業이 향유할 수 있는 利益을

除去 또는 縮小함으로써 敵對的 M&A의 가능성을 縮小시키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會計 및 利

益創出分에 대한 配當 등의 문제점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現金流動性 및 資産價値가 높아지는

경우 敵對的 M&A의 방어수단이 아닌 誘引手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配當 및 無償株配分政策

小하고 理事會의 權限을 强化시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社債를 募集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 제469조. 그러나 株主의 利害에 특히 重要한 영향

을 미칠 사항을 현행 상법에서는 株主總會의 權限으로 하고 있어, 주주들

의 폭넓은 支持가 없이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다.
51) 그러나 현재와 같이 不動産市場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不動産賣却이

나 固定資産 處分으로 自己資本比率을 높이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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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對的 M&A의 타겟이 되는 기업은 利益을 社內에 적립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대규모로 配當함으로써 현재의 企業價値를 縮小시킬 수 있

고, 無償增資는 貸借對照表上의 잉여금계정의 留保利益을 자본금계정으

로 資本構造를 변경시켜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敵對的 M&A의 誘引

을 縮小 및 除去할 수 있다.

사업이익의 대규모 배당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장

기적으로는 R&D 및 직원재교육 등의 企業價値創出活動의 機會를 縮小

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매력을 減少시키게 되어 방어상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無償增資는 配當壓力을 가중시켜 債權者들의 利益을 威脅하

는 要因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證券管理委員會는 上場法人에 대하여 일

정한 發行基準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무상증자를 制限하고 있다.

5) 大株主의 持分率 增加

우리나라에서는 新株發行, 市場買集 및 公開買受를 통하여 대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株價가 下落해 있을 때

大株主의 持分率 增加는 여타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效果的인 敵對

的 M&A 防禦手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주주의 資金餘力이 충분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友好勢力으로 하여금 대신 持分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 定款規程의 新設 또는 變更을 통한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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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對的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株主總會의 特別決

議52)에 의하여 基本定款 또는 附屬定款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첫째, 매수측의 公開買受費用負擔을 증가시키

거나 理事會의 支配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켜 매수의 유인을 감소시

킬 수 있고 둘째, 공개매수에 찬성하지 않은 少額株主들에게 公正價格

을 지급하여 주주들의 權益을 保護할 수 있으며 셋째, 理事會는 매수측

과의 협상에서 有利한 條件을 제시할 수 있다. 定款規程의 신설 및 변

경을 통한 具體的인 方法은 다음과 같다.

가 . 理事陣의 時差任期制 (s ta g g e re d bo a rd)

이사진을 선임할 때 그 任期를 分散시킴으로써 매수자가 새 經營陣

을 동시에 모두 선임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經營權 장악을 遲延시키

는 방법이다53) .

그러나 引受企業이 적대적 M&A에 성공하여 이사의 수를 늘려 자기

측 임원을 증가시키면 방어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

하여 理事의 最大人員數를 定款에 明示하거나54) 또는 이사의 수를 증

가시키는데 필요한 議決定足數를 增加시킴으로써 매수측이 자기측 임원

의 수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2) 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53) 우리나라의 상법상 理事의 任期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規定되어 있

어 定款을 改正할 필요없이 적용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 (NYSE ) 규정상 上場企業은 임원의 교체를 매년 3분

의 1까지 許容하고 있다. 이용희, 資本市場 開放에 따른 銀行의 M &A 防

禦戰略 , 「한일경제」, 한일경제연구소, 1998. 3, p .24.
54) 우리나라의 상법에는 理事의 人員數는 최저 3인 이상으로 하도록 最低限

만 規定하고 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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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사는 經營上의 理由 및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기존의 이

사진을 辭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단지 경영권 장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불필요한 정관변경의 惡循環이 일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 理事의 資格制限을 定款에 新設

현행 商法上 이사의 자격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定款에

해당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을 이사의 資格要件으로 규정한

다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引受企業側의 人士가 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다.

다 . 特別多數決條項 (s upe r majo rity vot ing re qu ire me nt)

이는 기업 매수후 合倂 등의 기업결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法定決

議要件을 加重시키는 방법으로서 通常的인 案件에 비해 合倂承認에 대

한 사안은 의결권의 5분의 4와 같이 보다 많은 株主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敵對的 M&A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주

주들의 특별다수결을 承認要件으로 하는 수도 있다.

이 방법은 引受企業측의 2段階 公開買受戰略55)을 방어하는데 적합하

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引受企業側이 合倂을 成功시키기 위

해 매집해야 하는 株式規模가 커짐으로써 引受費用上의 負擔이 증가하

여 引受·合倂의 誘引을 除去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5) 2段階公開買受 (t w o st ep t ake- ov er bid )란 1단계로 공개매수를 통하여 引

受對象會社의 支配權을 획득한 후, 2단계로 이를 吸收·合倂하여 殘餘株主

들을 축출할 계획하에 진행되는 공개매수방식이다.

- 35 -



문제는 引受企業側에서 對象企業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持分을 매집한 뒤에 定款을 變更하여 이 조항을 無力化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는 lock- up provision을 설정하는 방법

이 있는데, 이는 特別多數決條項을 變更하기 위해서도 株主總會의 特別

多數決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이다.

라 . 公正價格條項 (fa ir pric e p rov is io n)新設

이 방법은 特別多數決方式의 代替條項으로서 引受企業側이 2段階 引

受를 시도할 경우 特別多數決規程에 의한 承認節次를 거치지 않으려면

殘餘株主들에게 公正한 價格을 지급하도록 하는 戰略이다.

이 조항은 株主의 權益을 최대한 保障한다는데 그 趣旨가 있으나 이

조항의 新設로 인하여 引受企業側의 公開買受費用을 增加시켜 敵對的

M&A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防禦手段이 될 수도 있다.

마 . 償還權條項 (rig ht o f re de mpt io n p ro v is io n)新設

이는 매수측이 引受對象企業의 주식을 一定限度 以上 취득할 때에는

引受對象企業으로 하여금 殘餘株式을 의무적으로 現金으로 償還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引受企業이 對象企業의 經營權을 획득하려는 경우

주주들의 프리미엄이 보장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殘餘株主는 引受企業측의 2단계 공

개매수계획과는 무관하게 1段階의 支配權獲得으로부터 保護받게 되며,

引受對象企業의 입장에서는 매수측의 2단계 인수시도를 稀釋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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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經營陣에 대한 退職金累進規程 (g o lde n pa ra c hute )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경우 최고경영진에게 막대한 보상을 제공해

야 함을 정관에 규정하여 買收費用을 높임으로써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다.

즉, 巨額의 退職金, 低價의 株式買入權, 잔여임기동안의 賞與金支給

등의 방법은 ' 80년대초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引受對象企業의 경

영자측에서 보면 퇴직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株主利益

의 保護라는 經營陣(理事)의 任務가 歪曲될 소지가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까닭에 golden parachute는 효과적인 M&A방어수단이라기 보

다 일종의 보상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다. golden parachute와 유사한

보상프로그램으로 中間經營者들에 대한 보상책인 silver parachute와 一

般 從業員에 대한 보상책인 t in parachute 등이 있다.

사 . 理事選任 및 任期에 관한 規程

引受企業側의 理事陣 장악을 豫防하기 위한 措置로서 이사회의 정족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운 이사의 先任權을 引受對象企業의 理事陣

이 갖도록 하는 方法과 그밖에 理事會의 정족수에 缺員이 생긴 경우 새

로 選任된 理事의 任期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지 않고 選任時點부

터 새로 시작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도 사용가능하다.

아 . 株主의 引受·合倂 承認 沮止를 위한 措置

이는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승인하기 위하여 臨時株主總會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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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임시주주총회의 召集要件을 까다

롭게 하거나 둘째, 召集權限을 이사회에만 인정하는 방법과 셋째, 총회

시 주주의 書面決議 行爲를 禁止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要件과 決議內容 등이 현행 우리나라의 商法과

相沖되어 實效性 있는 代案으로 보기 어렵다.

3 . 株式制度를 통한 方法

가 . 株式의 發行

1) 新株의 發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公開買受者가 지배권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株

式數量의 매수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株式數量의 증가로 인하

여 買收費用을 높이거나 지배권 획득을 위한 일정의 株式數量 買集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議決權差等株式의 發行

의결권차등주식의 발행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아주 강력한 經營權

防禦手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商法에서는 1주당 의결권 수에

差等을 두는 주식(또는 複數議決權株)발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용이

不可能한 방법이다.

나 . 友好勢力의 利用

우호세력은 크게 백기사(white knight )와 백지주(white squire)로 구

분할 수 있다. 백지주(white squire)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意圖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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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분만을 보유하는 우호세력을 의미하는 반면, 백기사(white

knight )는 실제로 經營權을 引受하려는 實質的 買收勢力으로서의 우호

세력이다.

이중 백기사(white knight )를 이용한 방어전략은 敵對的 M&A발생

시 방어에 失敗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引受對象企業의 經營陣이 원하

는 매수세력에게 기업을 賣渡하여 敵對的 M&A 시도측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며, 동시에 引受對象企業은 그들이 선택한 友好的 買收側에 회사

를 상대적으로 有利한 價格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한편, 직접 회사를 매각하지는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우호세력을 이

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類似戰略을 고려할 수 있다.

1) 友好的인 關係에 있는 會社間 株式의 相互保有

우호적인 회사간 주식을 상호보유한다는 것은 敵對的 M&A 발생시

백기사(white knight )가 存在한다는 것을 對外的으로 公表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敵對的 M&A의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敵對的 M&A가 발생한 후 백기사가 등장하는 것에 비해

事前的 防禦戰略이 될 수 있고, 설사 敵對的 M&A가 발생하였다 하더

라도 한 회사가 방어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2) 從業員·協力業體 等의 友好的인 株主를 確保하는 方法

특히,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議決權에 參與할 수

있고56), 협력업체와 긴밀한 紐帶關係가 있는 경우에도 敵對的 매수세력

56) 株主總會는 株主全員으로 構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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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항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훌륭한 友好集團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從業員持株制度(ESOP : employee stock

owner ship plan)57)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발행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優先配定을 받을 權利를 부여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너스로 부여하는 株式買入選擇

權(stock option ) 制度를 사용하여 우호세력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것도

이와 類似한 防禦策으로 볼 수 있다.

3) 제3의 友好勢力에게의 新株發行

이 방법은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投資者

(white squire)를 발굴하여 정관상 이들에게 引受對象企業의 주식을 새

로 발행하여 줄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우호세력의 持分率을 증가시키

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第3者는 定款에 具體的으로 明示되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不公正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목적이 단지 경영진의 經營權維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立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新株發行이 公平妥當한 基準에 의하

여 合理的 方法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58 ) .

5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58) 우리나라 상법의 趣旨上 新株의 發行으로 旣存 株主의 이익을 侵害하는

경우 신주발행 자체가 不可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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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毒藥計劃 (po is o n pills )

毒藥計劃(poison pills )은 引受對象企業이 敵對的 M&A가 발생하였을

경우 株主들로 하여금 특정한 權利를 갖도록 하여 引受費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낮은 공개매수가격으로부터 株主들을 保護하려는 취지에

서 만들어졌지만 선진국에서의 M&A 활성화로 M&A에 대한 방어수단

으로 변모되었다. poison pills의 類型은 다음과 같다.

1) 基本的 方法

가) 轉換株式(convertible shares )의 發行

轉換株式이라 함은 회사가 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종

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轉換할 수 있는 權利가 인정

된 株式을 말한다59) .

미국의 會社法에 도입된 전환주식제도의 취지는 주주의 모집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企業金融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敵對的 M&A의 防禦手段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引受對象企業은 理事會의 決議를 통해 보통주주에게 株式配當으

로 優先株를 발행하고 공개매수자가 인수대상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優先株를 普通株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買收側에서 예기치 못한 持分의 증가를 가져와 敵對的 M&A의

59) 轉換株式은 轉換權이 株主에게 附與된 것을 의미하며, 전환권이 회사에 부

여된 것은 전환주식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은 現行 商法上 認定되지

아니한다.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7, p .187, 상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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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또한 인수측이 매수시에 제시한 最高價格이나 주식의 時價가 轉換比

率 決定에 고려되므로 인수측의 負擔을 增加시켜 매수의욕을 꺾는 機能

을 하게 된다.

나) 償還株式(redeemable share)의 發行

償還株式60)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기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會社의 利

益으로써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優先株를 말하며, 이는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利益配當에 관하여 優先的 內容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만 認定된다61) .

즉, 주주들에게 引受對象企業의 理事會가 優先株를 발행해 준 후 그

우선주에 償還權을 함께 부여해 주는 방법이다. 여기서 償還價額은 대

상회사의 보통주에 대하여 지급할 공개매수자의 最高買受價格에다 우선

주에 대하여 지급할 配當金을 加算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개매수자가 대상회사의 支配權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償還

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資産의 소모가 뒤따르므로 敵對的 M&A를 저지

하는 效果가 있다62) .

2) 應用된 方法

60) 이는 회사가 一時的인 資金調達의 필요에서 利益配當에 관한 優先株를 발

행하지만,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이를 제거하여 經理上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에서 美國會社法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동윤, 전게서, p .185
61) 상법 제345조

62) 송종준 譯, 「기업사냥 기업전쟁」, 프론티어, 1995,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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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株式買受權 賦與方法

(1) flip- over pill

기업이 買收될 경우 주주들에게 引受企業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싸

게 살 權利를 利益配當으로 주는 것으로 引受企業의 株式稀釋化

(dilution )를 主目的으로 한다.

敵對的 M&A 방어수단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방법은

引受對象企業의 주주들이 公開買受者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2段

階 引受·合倂計劃을 저지하는 役割을 할 수 있다.

(2) flip- in pill

기업이 매수될 경우 주주들에게 引受對象企業의 주식을 시장가격보

다 훨씬 싸게 살 권리를 配當으로 주는 것으로 引受企業 株式의 稀釋化

를 목적으로 한다. flip - in pill은 filp- over pill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引受企業측에서 지배권을 一定比率 이상 획득하게 되면

引受對象企業 주주들의 買受權이 행사되어 引受企業의 株式比率을 減少

시키는 敵對的 M&A의 防禦效果가 있다.

나) 賣渡權計劃(back- end pill)

기업이 매수될 경우 주주들에게 株式을 債券 또는 優先株와 교환하

거나 市場價格보다 높은 가격으로 現金으로 賣渡할 수 있는 권리를 주

는 것으로 交換價格은 사전에 引受對象企業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交換價格은 M&A의 最低價格 役割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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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自己株式 取得

기업이 자기주식을 株式市場에서 매수하여 기업의 自己株式 保有比

率을 높임으로써 經營權을 保護하는 방법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敵對的 買收勢力이

취득할 수 있는 流動株式數를 減少시키므로 經營權의 安定을 도모한다

는 長點이 있는 반면, 引受對象企業의 경영진은 기업의 資金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사용하여 그 만큼의 投資機會를 喪失하는

것과 같은 代理人問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短點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商法 第341條에 의해 자기주식의 취득이 制限되어

있었으나 ' 9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上場企業의 自己株式取得限度가

폐지됨으로써 敵對的 M&A에 대한 방어가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 . 逆公開買受 (pa c - ma n) 戰略

敵對的 M&A가 발생한 경우 引受對象企業이 역으로 引受企業에 대

해 敵對的인 公開買受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개매수회사가 인수대

상회사의 支配權을 取得하기 前에 대상회사가 공개매수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敵對的 M&A를 積極的으로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성공한 경우 引受對象企業이 買收試圖企業側의 株

主들에게는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반면 引受對象企業의 주주들에게는 특

별한 프리미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敵對的 M&A의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引受對象企業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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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담을 가져다 주며, 引受企業과 引受對象企業간의 消耗戰으로 발전

될 可能性도 있어 두 회사 모두에게 打擊을 줄 수도 있다.

바 . 競爭公開買受

이 방법은 引受對象企業과 友好的인 關係에 있는 제3의 세력으로 하

여금 공개매수자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公開買受를

하도록 하여 競爭關係를 造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引受對象企業

주식의 公開買受價格이 上昇하게 되므로 敵對的 공개매수자의 公開買受

意圖를 弱化 내지 抛棄하게 함으로써 防禦效果를 期待할 수 있게 된다.

사 . 그린메일 (g re e nma il)

매수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自社의 株式을 引受對象企業이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買收威脅을 除去하는 방법이며, 매수

세력측의 근본적인 目的이 經營權의 確保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을 통한

短期差益에 있을 경우에 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이 방법의 問題點은 한 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른 高價買入

要求者가 同一한 狀況을 再現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진을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영자와 매수세력간에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에는 敵對的 M&A의 防禦效果는 얻을 수 있지만 敵對的 M&A 과정에

서 買收勢力만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其他 株主들에게는 高價買

入要求者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株主平等의 原則

에 違背되는 不公正한 去來手段으로 惡用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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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s ta nds till a g re e me nt

引受對象企業이 引受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自社 株式에 대해 사후에

프리미엄을 支拂하는 조건으로 引受企業으로부터 일정기간 매수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얻어내는 방법이다63) .

이 방어수단은 一定持分을 가진 매수시도자에게만 프리미엄을 支拂

함으로써 다른 주주들과의 衡平性 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자 . 株式의 讓渡制限規程 設定

定款에서 주식의 양도시 理事會의 承認을 얻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反하여 승인을 얻지 못은 경우에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갖

지 않는다64) .

이 방법은 중소규모의 閉鎖的 株式會社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방어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上場株式에 대하여는 現實的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4 . 株式連繫債券發行을 통한 方法

이 방법은 敵對的 매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定款에 轉換社債

(CB)나 新株引受權附社債(BW ) 등의 發行根據를 設定한 후 실제로 敵

對的 M&A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友好的인 제3자에게 발행하여 株

式으로 轉換하게 함으로써 우호세력의 持分率을 증가시켜 防禦效果를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妥當性 내지 法的 問題點은 제Ⅴ장에서 상술

63) 이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greenm ail과 흡사하다.
64) 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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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 其他方法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防禦手段들이 존재

한다. 첫째, 敵對的 매수세력의 매수행위의 不法性을 이유로 法的 訴訟

을 提起하여 法律的 無效性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敵對的 매

수행위의 부도덕성을 大衆媒體에 부각시켜 友好的인 輿論을 形成함으로

써 引受企業의 買收行爲를 斷念케 하는 방법을 들 수 있고 셋째, 引受

對象企業의 株式價格이 下落하여 있는 경우 利害關係者集團에 적절한

情報를 제공하여 株價를 上昇시킴으로써 企業買收費用을 增加시키는 방

법이 그것이다. 각 방법의 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제Ⅴ장에서 상술한다.

6 . 韓·美間 防禦手段 比較

上記에 기술된 방어수단들은 대개 美國에서 주로 시도되었던 방법들

로서 各國의 입장에서는 自國의 制度的, 企業文化的 與件에 맞추어 사

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적용을 排除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모든 방어수단을 아무런 制限이나 논란없이 적용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유연한 企業經營環境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옴에 따라 각종의 다양한 방어전략의 구사

가 制度的, 文化的으로 可能한 반면, 우리나라는 西歐資本主義方式의 기

업운영 경험이 적어 敵對的 M&A라는 槪念自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지지 않는 企業文化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환경도 敵對的

M&A 및 그 防禦行爲에 대한 規制가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硬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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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前述한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미국과 동등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兩國間 防禦手段의 現實的 使用可

能性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음의 圖表〈表 Ⅲ- 1〉은 양국

의 방어수단별 適用可能性을 그 성격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그 적용이 根本的으로 禁止되는 방어수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용상황에 따라 그 公正性과 法的

妥當性이 문제되어 방어행위의 成敗與否가 달라질 수 있는 수단들이 몇

가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使用上에 制限이 따르는 방어수단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原則的으로 적용이 곤란한 방법으로 毒

藥計劃(poison pill), 差等議決權株 發行, 發行會社의 greenmail 要求行爲

등 3가지가 존재하며, 其他 法的으로 불분명하거나 상대적으로 制約이

따르는 방법도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一般企業을 대상

으로 한 것이며 保險會社의 경우는 制約條件이 보다 심하다는 사실은

제Ⅴ장에서 설명한다.

더욱이 최근 敵對的 M&A의 급작스러운 許容 및 그에 따른 規制緩

和에 의해 敵對的 M&A의 發生可能性에 대한 必要條件이 이미 형성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특히 保險會社의 방어수단에 대한 制

限은 아직 相對的으로 매우 엄격한 편이어서 국내기업에 대한 敵對的

M&A의 시도가 可視化될 경우 국내기업들은 經營權防禦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株價下落에 직면한 국내기

업들은 敵對的인 M&A의 對象(target )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방

- 48 -



지하기 위한 防禦手段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制

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신용경색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국내기업으로서는 제도에 의

한 제약뿐만 아니라 市場의 與件에 의해서도 資金調達上의 어려움이 더

욱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敵對的인 M&A의 방어수단에 대한 외국의 허용 정도와 국

내 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있어서의 방어수단에 대한 허용정도의 不均衡

은 敵對的 M&A가 可視化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經營權 防禦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構造調整方法의 擴

大에 대한 요구가 M&A를 부추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M&A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기업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실

의 상황에서 무분별한 M&A 추진 일변도의 제도변화는 優良한 企業의

賣渡라는 逆選擇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一考의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株價下落의 시기일수록 優良企業의 經營權

防禦를 위하여 다양한 防禦手段의 許容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의〈表 Ⅲ- 1〉에서와 같이 一般企業의 防禦手段의 適

用可能與否에 대한 비교결과만을 槪括的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그 적용

가능성 및 제한사항에 관한 具體的인 內容은 제Ⅴ장에서 상술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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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1> 防 禦手段別 適用可 能性 比較

방어전략유형 미국 한국(일반기업)

1. 정관변경

시차임기제 ○ ○

특별다수결규정 ○ ◆

golden parachute ◇ ◇

silver & tin parachute ◇ ◇

2 . 채권발행

전환사채(CB)발행 ○ ◆

BW발행 ○ ◆

3 . 주식제도이용

제3자신주배정 ○ ◆

stock option ○ ○

종업원지주제도 ◆ ◆

역공개매수 전략 ◇ ◇

백기사 이용 ○ ○

경쟁공개매수전략 ○ ○

자기주식 취득 ○ ○

독약계획(poison pill) ○ ×

의결권차등주식발행 ○ ×

그린메일(greenmail) ◆ ×

4 . 기타

자산 lock- up ◆ ◆

기업가치 주가반영 ○ ◇

법적 소송 ○ ○

우호적 여론형성 ○ ○

주 1) ○ : 적용가능한 방법 × : 법적 여건상 적용불가능한 방법
◆ : 의견차이가 존재하거나 사용방식에 따라 법적 입장이 다른 방법
◇ :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상에 문제가 따르는 방법

2) 분류기준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관점에 따라 변동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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