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敵 對的 M &A 의 發 生可 能 性 및 國 內 事例 分 析

1. 敵對的 M&A에 露出되기 쉬운 企業의 特性

敵對的 M&A는 기업을 引受하고자 하는 측의 意志가 강하게 반영되

기 때문에 引受對象企業의 財務構造와 所有構造가 가장 중요한 變數로

작용한다.

財務構造側面에서는 해당기업의 資産價値와 信用狀態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고, 所有構造側面에서는 大株主의 構成과 해당기업의 재벌그룹

계열사 소속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 財務構造側面

1) 實際資産價値보다 低評價된 企業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價値보다 市場價値(株式價格)가 낮게 評

價된 경우 敵對的 M&A의 對象企業이 될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株式價格의 低評價는 경영진의 심각한 代理人問題나 부적절한 經營

戰略 등으로 기업의 潛在能力이 손상되는 경우와 해당기업에 대한 情報

效果의 不足으로 기업의 우수한 收益創出能力이 주가에 適切히 反映되

지 못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IMD65 )의 企業經營評價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65) 우리나라의 國家競爭力이 조사대상 46개국중 35위라는 스위스 國際經營開

發硏究院 (In tern at ional In st itu te for M an agem ent Dev elopm ent : IMD )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의 국가경쟁력은 국내경제상황, 대외채무등 정부상황,

사회간접자본, 국제화, 과학기술, 금융, 기업, 인적자원등 8개항목 259개 特

定基準을 근거로 순위가 결정된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점은 IMD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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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반적인 현상이고66) 특히, 후자의 경우는 流動性確保가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保有不動産의 內在價値가 높은 경우 또는 有望成長産

業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가격의 저평가는 引受企業 입장에서는 적정인수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는 利點 이외에 引受對象企業의 資産價値가

잠재적으로 상당히 높아 將來에 利益을 향유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의하여 敵對的 M&A가 시도될 경우 이미 저평가

되어 있는 資産價値에서 일차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화의 換率

上昇으로 이차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M&A에 필요한 制度的, 環

境的 여건이 충족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의한 敵對的

M&A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優良信用企業

신용이 우량한 기업은 引受·合倂時 引受企業의 資金調達 能力을 向

上시켜 줌으로써 목표사업에 보다 효과적인 資源投入(resource input )을

가능케 하여 收益性을 提高할 수 있다.

즉, 高成長産業이나 高收益産業에 속해 있어 미래의 現金흐름이 優

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最下位 部門중에 企業經營 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이다.

IMD, 「W orld Compet it iv enes s 1998, F inal Report 1998」, 1998. 4. 19
66) 최근 우리나라는 IMF 救濟金融을 통해 外債를 償還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에 처해 있는 만큼 流動性이 크게 부족하고, 기업들의 連鎖倒産과 不動産

市場이 경직되어 대부분 기업들의 株式價格은 급격히 下落하였다. 金融危

機 이전인 '97년 11월 1일 綜合株價指數는 644.92로 마감된 반면, '98년 7

월 23일의 종합주가지수는 341.46로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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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하고 負債比率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기업, 保有不動産 規模가 차입

부채보다 큰 기업인 경우 등이 主要 標的으로 주목될 수 있다.

나 . 所有構造側面

1) 大株主의 持分率이 낮은 企業

最大株主, 任員 및 大量保有者(5%주주)의 보유주식이 普通株式數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敵對的 M&A의 對象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예를 들어 대부분의 損保社는 大株主의 株式保有量이 50% 미

만이어서 理論的으로는 株式買集에 의한 敵對的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

<表 Ⅳ - 1> 國內 損保社의 持分構 成內譯

(단위 : 주, %)

구 분
보통주식수

(우선주)

대주주 보유주식

최대주주등
보유주

임원/ 대량보유자
(5%주주)보유주

합 계

동 양 8,580,000 2,610,659
(30.4)

619,097
(7.2)

3,229,756
(37.6)

신동아 6,661,140 1,670,517
(25.1) - 1,670,517

(25.1)

대 한 4,912,772 1,502,278
(30.6)

615,665
(12.5)

1,704,716
(43.1)

국 제 2,166,381
(373,846)

825,756
(38.1) - 825,756

(38.1)

쌍 용 4,712,000
(768,000)

734,897
(15.6)

466,609
(9.9)

1,201,506
(25.5)

제 일 4,159,466 645,124
(15.5)

429,220
(10.3)

1,074,344
(25.8)

해 동 2,400,000 1,027,687
(42.8) - 1,027,687

(42.8)

삼 성 2,629,561
(334,200)

542,042
(20.6)

610,680
(23.2)

1,152,72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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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통주식수

(우선주)

대주주 보유주식
최대주주등

보유주
임원/ 대량보유자
(5%주주)보유주 합 계

현 대 8,940,000 2,828,744
(31.6)

474,757
(5.3)

3,303,501
(37.0)

L G 4,342,465 1,168,182
(26.9)

1,170,406
(27.0)

2,338,588
(53.9)

동 부 6,000,000 3,010,486
(50.2)

1,278
(0.02)

3,011,764
(50.2)

재 보 9,400,831 1,460,009
(15.5)

215,863
(2.3)

1,675,872
(17.8)

주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에는 특수관계인 보유주가 포함됨
임원/ 대량보유자 (5%주주)보유주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을 제외함

자료 : '98. 7. 2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각사별 공시자료를 재구성함

특히, 대주주에 의한 保有株式持分이 20% 미만인 保險社의 경우 敵

對的 M&A의 주요 對象企業이 될 소지가 크다. 즉, 損害保險産業의 경

우 상장되지 않은 專業保證保險會社와 外國社를 제외하고 大株主에 의

한 주식보유량이 50% 以上인 보험사는 주식매집에 의한 敵對的 M&A

대상에서 除外될 수 있을 것이다.

2) 非財閥그룹系列의 中小企業 또는 新規企業

재벌그룹계열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신규기업 및 資本金이 적은 회사

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가 經營權防禦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資本力이

일정한 범위내로 국한되므로 경영권획득을 위한 引受企業의 引受費用負

擔과 노력이 재벌그룹계열사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다는 利點이 있다.

최근 증권시장내 M&A의 展開方向이 中小企業에서 大企業으로, 情

報通信 및 金融業種에서 全業種으로 擴散하는 趨勢에 있어 위에서 언급

한 기업 외에도 구체적으로 산업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獨寡占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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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形의 價値(特許, 核心技術)를 보유한 기업, 政府規制가 심하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 財務構造가 우량한 자회사 및 계열사를 보유하여 借

入餘力이 充分한 기업, 산업내 競爭關係에 있는 기업 등도 敵對的

M&A에 露出될 수 있다.

2 . 敵對的 M&A의 許容背景 및 發生可能性

가 . 許容背景

國際化 및 開放化로 국가간 資本移動의 障壁이 撤廢되고,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國內與件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우리경제는 한보, 기아에 이어 企業環境 惡化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非效率的 企業運營方式으로 인하여 所有와 經營의 分離槪念

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게다가 아시아금융위기

와 연계된 金融危機로 株式市場과 金融市場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국가

부도위기에까지 몰려 外資導入의 絶對的 必要性이 대두되었으며, 이 여

파로 高失業, 高換率時代에 進入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및 공

공기관을 포함한 全國家的 次元의 構造調整의 필연적 선택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자금경색문제 및 不實企業 整理問題를 효과적으

로 해결해기 위해서는 外國人들의 국내기업 투자에 따르는 불합리한 制

度上의 制約을 완화 내지 폐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원활한 도입을 유도

하고 投資를 促進하여야 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制度改善으로 인하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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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敵對的 M&A의 制度上의 制約이 단기간에 해소되어 敵對的

M&A가 거의 完全自由化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

다67).

나 . 敵對的 M&A의 發生可能性

우리나라에서는 商法, 證券去來法, 公正去來法, 外換管理法 등의 규

제로 인해 그 동안 實質的 意味의 M&A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한편으

로는 保守的인 企業運營과 국민적 성향에 의해 敵對的 M&A를 기업경

영권에 대한 탈취로 인식하여 왔으며, 특히 敵對的 M&A에 대해 否定

的인 視覺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68).

그러나 기업의 競爭力 弱化 및 金融産業 構造調整의 遲延 등으로 촉

발된 IMF 救濟金融 이후 국내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빚어낸 內需萎縮과

금융시장의 냉각, 國家信用度 및 企業의 國際信用度 墜落으로 인한 국

외로부터의 資金調達 惡化, 사상 유례없는 경영실적의 전반적 부실함과

노사간의 갈등문제, 엔화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比較優位

喪失, 장기적인 경기침체 예상 등으로 證券市場의 침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敵對的 M&A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株式市場의 沈滯로 기업의 市場價値가 최저치에 있는 상황

이고, 원화의 환율상승으로 이중의 資産價値 下落을 경험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외국의 입장에서는 IMF 救濟金融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국내기업의 支配權을 獲得하는 것이 容易하기 때문이다.

67) 자세한 내용은 p.26의 내용 참조

68) 성보경, 「M &A와 기업탈취전략」, 창해, 1994,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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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外國資本의 投資誘致와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國內産業構

造調整이 마무리되어69) 經營의 透明性이 확보되는 경우 敵對的 M&A는

기업탈취전략으로서가 아닌 기업경영의 責任을 묻는 措置로 理解될 것

이다70).

그러므로 保險業界, 특히 上場法人인 損保業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優良保險社들의 경우 금융산업 구조

조정의 여파는 비교적 적을지라도 敵對的 M&A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

외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敵對的 M&A는 반드시 株式價格의 下落에 의해서만 발생하

는 것은 아니며, 그외의 多樣한 動機에 의하여 發生할 수 있음은 제Ⅱ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특히, 保險業은 대규모의 流動性을 지속적으

로 確保, 運用할 수 있으므로 國內 保險社들을 引受·合倂하여 經營을

改善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財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敵對的 M&A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保

險市場은 收入保險料基準 世界 6位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클 뿐

만 아니라 아직도 그 成長可能性이 內在되어 있는 有望市場이므로 國內

保險社에 대한 敵對的 M&A의 潛在的 可能性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3 . 國內의 防禦事例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었던 敵對的 M&A 事例 14件을 분석한 결과 방

69) 金融監督委員會는 '98년 6월 29일 금융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5개은행을

退出시킨 바 있고, 向後 不實 證券社 및 保險社 등의 退出도 豫定되어 있

다.
70) 이는 멕시코 金融危機時에 證明되었다.

- 57 -



어에 성공한 사례는 8건으로서 실패사례 6건보다 2건 많았다(<表 Ⅳ

- 2> 참조).

<表 Ⅳ - 2 > 國 內의 敵對的 M&A 防禦 事例

공격수단 시기 대상회사 공격회사 방어수단 결과

시장

매집

' 95 한농 동부그룹 - 주주총회 방해 실패

' 96 제일물산 신원그룹 - 여론 실패

' 96 한화종금 우풍상호신용
금고

- 사모전환사채발행
- 우호세력의 이용 성공

' 97 미도파 신동방
- 대주주 지분증가
- 사모전환사채발행
- 백기사 이용

성공

' 97 신성무역 사보이호텔 - 무상증자 실패

공개

매수

' 94 동해투자금융 한솔그룹 - 대주주 지분증가 실패

' 95 경남에너지 (주)원진 - 백기사 이용 성공

' 95 인천투자금융 쌍용그룹 - 방어내용 없음 실패

' 96 범한정기 큐닉스컴퓨터 - 대주주 지분증가 성공

' 96 항도종금 (주)효진 - 자사주매입
- 우호세력의 이용

성공

' 97 대구종금 태일정밀 - 공개매수 성공

위임장

대결

' 98 (주)금양 광일정보통신 - 방어내용 없음 실패

' 98 대림통상 소액주주 - 의결권대리행사
- 주주총회 방해

성공

' 98 고니정밀(주) 청호컴퓨터 - 의결권대리행사
- 우호세력이용

성공

자료 : 각 일간지의 해당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함

그러나 이렇다 할 防禦手段이 구사되지 않은 사례 3건(한농, 제일물

산, 인천투자금융 사례)을 제외하면 방어성공사례가 실패사례보다 많아

積極的인 防禦戰略의 活用만이 經營權을 維持할 수 있는 方法임을 示唆

하고 있다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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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敵對的 M&A 防禦 成功事例

사례를 통한 敵對的 M&A 방어성공수단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전환사채발행, 우호세력이용, 대주주의 지분증가72), 자사주

매입, 의결권대리행사, 주주총회방해 등의 방어전략이 사용되었다.

둘째, 單一의 방어수단보다는 複數의 방어수단이 더욱 效果的이다.

셋째, 攻擊手段別 防禦手段이 相異하다. 특히, 시장매집이나 공개매

수의 방법으로 공격시에는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과 우호세력의 이용, 자

사주매입, 대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效果的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委任狀 對決에 의한 공격시 議決權代理行使 및 友好勢力의 이

용은 有效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방식의 敵對的 M&A 발생시에는

의결권대리행사 등을 위한 우호세력을 充分히 確保하고 적절히 이용하

기 위해서 치밀한 戰略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방어수단임을 보

여주고 있다.

나 . 敵對的 M&A 防禦失敗事例

대부분의 방어실패사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積極的으로 防禦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즉, 단순히 輿論 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防禦效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意味한다73) .

71) 사례내용은 < 別添 1> 참조

72) 이 방법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失敗한 事例가 있어 大株主의 持分을

증가시켜 방어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3) 인수대상기업의 規模가 커서 大多數의 國民들에게 認知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론에 의한

방법은 방어수단으로서 效果가 制限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설사 外國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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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적인 방어수단으로 無償增資 및 大株主의 持分增加를 꾀하

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적극적인 방어수단으로서가 아니라 單純한 意思

表現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그 失敗原因이라 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것

은 株主總會의 원활한 進行을 妨害한 것인데, 이 또한 유효한 방어수단

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격수단별 防禦失敗事例를 살펴보면 市場買集의 경우에는 여

론의 이용, 주주총회 방해 등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公開買

受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적극적이지 못한 대주주의 지분증가 방식도

유효하지 못하였으나 委任狀對決의 경우에는 실패사례가 거의 없는 것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攻擊形態와 그에 대한 特定 防禦手段의 成功

및 失敗事例는 그들간에 명확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처럼 一般化하여 이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며, 각각의 방어수단의 成功 및 失

敗與否는 해당기업들의 固有한 狀況을 고려하여 彈力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以上과 같은 事例硏究를 통하여 볼 때, 敵對的

M&A 발생시 複數防禦手段의 구사등 積極的인 戰略을 구사하는 경우

에만 經營權을 효과적으로 維持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上記의 사례는 國內企業間 敵對的 M&A라는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外國資本이 敵對的 M&A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

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技法의 세밀함이나 巨大한 資本規模로

인하여 積極的인 防禦戰略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에 의한 敵對的 M &A에 의하여 國內企業의 經營權이 讓渡되는 경우라 하

여도 여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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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음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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