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保險産業의 敵對的 M&A 防禦手段 및 改善事項

제Ⅲ장에서는 敵對的 M&A에 대한 각종 防禦戰略의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Ⅳ장에서는 國內企業의 敵對的 M&A의 발생가능

성과 국내에서 발생한 敵對的 M&A 事例를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防禦手段이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適用可能한지의 與否와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法律的 및 制度的 側面에서 파악하고, 그러

한 문제점을 改善하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的 示唆點을 제시한다.

本章에서 기술하는 防禦手段은 일차적으로 上場法人인 損害保險會社

들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으나 非上場法人인 生命保險會

社들에 대해서도 그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명보

험회사들은 비상장법인이므로 株式去來上의 流動性이 상장법인인 손해

보험회사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敵對的 M&A에 노출될 可能性이 상대

적으로 낮다고는 볼 수 있으나 결코 그 가능성을 排除할 수는 없다. 그

러므로 本章의 내용들은 生命保險會社들에 대해서도 敵對的 M&A에

대한 警覺心을 일깨우고 준비를 하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防禦手段別 分類方式은 크게 定款變更을 통한 방법과 債券發行을 이

용한 방법, 株式制度를 사용한 방법 및 其他 手段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은 각기 使用可能한 방법과 使用不可能한 방법으로

分類하여 고찰한다.

1. 國內 保險會社의 使用可能한 防禦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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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定款變更方式

1) 理事陣의 時差任期制에 의한 方法

時差任期制에 대하여 우리나라 商法에는 명문화된 금지조항이 존재

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理事의 任期制限만이 規定되어 있으므로74)

이 방법은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許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保險業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理事陣의

時差任期制度를 適用한 事例로는 ' 97년 포항제철이 社外理事에 국한하

여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75 ) .

물론 이 경우는 M&A의 防禦戰略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經營의

透明性 强化 目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社內理事에 대해서가 아니라

外部勢力인 社外理事에 대하여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이 制度를 채택하더라도 公開買受者가 特別決議를 통하

여 임기전에 이사를 解任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76) . 이

사의 해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

여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지만 이는 防禦手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는 못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正當한 事由없이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

도록 定款에 明文化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防禦戰略으로 사용할 때 이 방식은 매수자의 경영권획득을 지

74) 상법 제383조

75) 포철은 당시 社內理事로만 구성되어 있는 理事會를 再構成하여 社外理事

를 過半數 도입하였으며 이는 대주주인 政府가 3인, 産業銀行 1인, 市中銀

行 4인, 우리사주조합 1인, 외국인주주 1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經營安定을 위하여 時差任期制를 채택하여 매년 3분의 1 이내에

서 교체하기로 하였다. 『서울경제』, '97. 3. 6, 11면
76) 상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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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는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根本的인 防禦策으로서의 機能에는 문

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特別多數決規程

特別決議 要件을 보다 强化하는 방법에 대한 法的 立場에는 의견차

이가 있다. 즉, 商法上 普通決議 要件77)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연

장으로서 特別決議 要件의 강화도 인정해야 한다는 意見과, 特別決議

要件이 강화되는 경우 少數株主가 大多數株主의 意思를 억압할 수 있게

되므로 許容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방법의 사용을 認定하는 입장이 有力하므로 적절히 사용할 때 예상 외

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公開買受者가 2段階 公開買受戰略에서 合

倂을 성공하기 위해서 1段階 公開買受에서 미리 取得하여야 하는 持分

率이 增加하게 되므로 매수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防禦效果

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引受對象企業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2段階 合

倂計劃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株式을 保有하고 있거나 2段階 合

倂要件으로 利害關係가 없는 주주들의 特別多數決에 의한 承認을 요하

도록 하는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이들 주주들이 引受企業에

대하여 특별히 友好的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特別多數決을 충족시키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一般株主들이 合倂을 원하는 경우 少數의 大株主를

위한 특별다수결규정에 의하여 合倂이 失敗할 수 있으므로 株主의 權益

77) 상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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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次元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批判을 받을 수도 있다.

3) 任員에 대한 高額의 退職金支給(golden par achute)

이 방법은 미국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어 온 防禦手段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退職金額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경우는 방

어의 實效性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效果的인 防禦手段이 되기 위해서는 그 金額이 매우 커야 하

는데 이 경우 引受對象企業의 富가 社外로 流出되어 株主의 利益과 상

충되므로 미국에서는 이를 規制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保險社들의 경우 법적으로 이의 채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78) 退職金額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면 주주들에 의하여 異議提起나 法

的 訴訟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結果的으로는 큰 效果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4) 從業員에 대한 高額의 退職金支給(silver & tin parachute)

이 방법은 회사의 中間管理者 및 一般從業員의 退職金에 관련된 문

제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 상법상 특별히 제한하는 條項은 없다. 그러

므로 保險會社와 株主에게 利益이 되지 않는 敵對的 M&A를 防禦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그 節次가 法的으로 妥當하고,

時期的으로 敵對的 M&A가 시작되기 전에 實施된다면 法的 妥當性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golden parachut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金額은 보험회사

78)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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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財産을 현저히 감소시켜 株主와 會社의 利益을 해친다고 판단되지

않는 適正範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效果는 golden parachute와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 株式制度 利用方式

1) 友好勢力을 利用하는 方法

가) 第3者 新株配定

(1) 美國의 경우

미국의 경우 敵對的 M&A에 대한 防禦手段으로서 이 방식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一例로서 T readw ay Cos ., Inc와 Care Corp. 라는 두 회

사의 경우 T readw ay 측이 Care 측의 敵對的 M&A를 沮止하기 위하여

友好的인 제3의 회사와 合倂하면서 제3의 회사에게 大量의 株式을 發行

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Care사가 신청한 當該株式 議決權行使 留止에 대하여

原審은 留止申請을 인정하였으나 抗訴審에서 다시 株式發行의 有效性을

인정하였다79) . 이는 理事의 經營判斷原則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의 境遇

우리나라 상법은 原則的으로 주주에게 定款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株式數에 따라서 新株를 配定받을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 제

79) 손성, 박찬호. 敵對的 企業買收의 防禦策으로서 友好的인 第3者에 대한

新株發行 , 손성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사법 연구자료,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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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하게 되면 旣存株主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

으므로 기존주주에게 新株引受權를 부여한 것이지만 企業의 圓滑한 資

金調達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도 新株引受權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株主의 新株引受權과는 달리 제3자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하

는 때에는 定款에 미리 그 內容을 명시하여야 한다80) . 즉, 任員, 從業員

과 같이 어느 정도의 具體性을 지니도록 제3자의 범위를 설정해야 效力

이 있다. 그리고 株式의 種類 및 數量 등을 분명히 하여 주주들이 新株

發行으로 인한 持分變動의 흐름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게다가 特定의 제3자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하도록 정관에서 규정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는 會社와 具體的인 契約을 締結하여야만 新株引

受權을 取得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轉換社債方式에 의한 敵對的 M&A 防禦事例8 1)는 있지

만 제3자 新株配定方式의 事例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轉

換社債(CB)의 경우 제3자를 미리 指定할 필요가 없으나82) 제3자 新株

引受權配定의 경우는 定款에 제3자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는 相對的 制

限要素의 存在 때문에 資金調達 또는 防禦上의 機動性이 半減되기 때문

이다83) .

나)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를 會社法 次元에서 制度的으로 마련하여 모

80) 상법 제418조

81) <別添 1> 의 한화종금 및 미도파 사례 참조

82) 상법 제513조

83) 손성, 박찬호, 敵對的 企業買收의 防禦策으로서 友好的인 第3者에 대한 新

株發行 , 손성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사법 연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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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株式會社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施行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 97년 4월 1일부터 私募轉換社債의 轉換條件을 引受한 뒤 1년이

지나야 가능케 함으로써 즉각적인 防禦手段으로서 전환사채발행의 매력

이 떨어져 任職員에 대한 株式買入選擇權 賦與方式이 향후 M&A 防禦

戰略으로 빈번히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84) .

證券去來法에 의하면 회사에 寄與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任職員에

대하여 自社의 주식을 一定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事前에 定款에 根據規程을 마련하여야 하며, 證

券去來法 제189조 4의 1항과 2항의 내용을 定款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敵對的 M&A에 대한 사전적 對應策으로써 友好勢力에 대

한 持分率을 미리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株式

買入選擇權은 決議日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行使할 수 있으므로85)

그 期間內에 敵對的 M&A가 이루어지면 實效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

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할 때 株式買入의 條件을

敵對的 M&A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株式 lock- up 方式은 新

株引受權이 부여될 때 具體的인 新株發行과 直接的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상법상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86 ) .

84) 財界에 따르면 12월 決算法人의 30% 가량인 2百餘社가 st ock opt ion제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98. 3. 12, 7면. 損害保險業界도

동양화재와 제일화재가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5월말 주총에서 大部

分의 회사가 導入할 豫定이다. 『보험신보』, '98. 5. 18, 1면
8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86) 김두식, 美國 및 韓國의 M &A : 最近의 動向과 法的規制 , 증권거래소 세

미나자료, 1996,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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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從業員持株制度(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미국의 경우 公開買受 申請 以後에 從業員持株制度를 이용하였을 경

우에는 경영진의 忠實義務遵守 與否의 입장에서 그 正當性을 판단하고

있다. '85년 Franz 제조회사와 EAC의 事例에서 공개매수자가 引受對象

企業 발행주식의 過半數를 買集하자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경영권을 방

어하기 위해 從業員에게 新株를 발행하려 한 사건에 대하여 Delaw are

州의 大法院은 그러한 시도가 理事의 支配權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經營判斷의 原則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 84년 Norlin Corp와 Rooney , Pace Inc의 判例에서도 이 제도

가 從業員의 利益을 위해 設立되고 경영진의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것

이 아니라는 立證責任을 이사회에 지운 후 그 證明이 이루어지지 않자

회사의 自社株를 종업원에게 매각한 사실을 無效化하였다87) .

그러나 ' 88년 6월 Shamrock이 Polaroid의 주식 약 5%를 매집하자

Polaroid의 경영진이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하여 15% 이상의 주식을 保

有하게끔 결정한 데 대하여 Shamrock이 그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

하며 訴訟을 제기하였고, 公開買受를 시작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Polaroid의 종업원지주제도가 公正하다고 결정하였다.

그 논거는 株式讓渡에 관한 결정을 從業員에게 移轉하였으며, 그들

의 양도에 관한 의사결정은 獨立的인 受託者에 의하여 秘密로 처리되었

으므로 이 제도 자체를 경영자의 支配權保護를 위한 手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7) 손성, 김진철, 從業員持株制度에 관한 硏究 , 손성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사법 연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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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Shamrock이 Polaroid의 주식을 매집하기 以前에 이미

Polaroid측은 ESOP制度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개매수 시도 이

전에 ESOP제도가 設立되어 있었으므로 동제도는 株主의 利益을 위한

것이라는 Polaroid측의 주장을 妥當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88) .

우리나라의 保險業界도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한 방어전략에 대하여

上記의 경우와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公開企業인 損

害保險會社의 경우 特定 株式比率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제도가 保障되어

있으므로89 ) 그 지분범위 내에서는 友好的 持分勢力으로 간주되어 회사

의 經營權을 保護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非上場法人인 生

命保險會社도 有償增資시 從業員에게 新株를 配定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敵對的 M&A에 대한 防禦戰略의 일환으로 제3자에 대한 신

주배정 차원에서 從業員持株制度를 적절히 활용하면 事前的인 防禦手段

으로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事後的인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引受對象 保

險會社 經營陣의 經營權 維持를 위한 책략으로 이해되어 미국의 사례에

서와 같이 引受企業에 의하여 法的 訴訟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점은 從業員 配定株式의 社外流出問題이다. 비

록 사전적 방어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에게 자사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證券去來法 施行令에

서 규정하고 있는 從業員配定株式 7年 保有期間이90) 경과한 후 종업원

88) 손성, 김진철, 전게서 참조

89)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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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證券會社에 預託한 주식을 引出하여 賣却할 경우 實際로 敵對的

M&A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防禦가 필요한 시점에서 회사의 주식이

우리사주 이외의 非友好的인 勢力에게로 流出된다면 ESOP制度의 防禦

效果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종업원에 대한

資金支援問題도 고려해야 한다9 1) .

라) 白騎士(white knight ) 戰略

이 경우는 단지 우호적 제3세력에 일정비율의 신주를 배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敵對的 공격에 대하여 防禦手段이 枯渴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 引受·合倂을 피할 수 없는 경우 最後의 手段

으로써 기업을 友好勢力에게 賣却해 버림으로써 敵對的 세력의 영향력

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相對的으로 有利한 입장에서 經營陣의 利益을 確

保하려는 전략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敵對的 인수시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資金力이 충분한 友好的인 勢力을 미리 확보하여 事前에 잠정적

인 意見交換이 이루어져 있어야 敵對的 M&A 발생시 迅速하고 適切하

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3세력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持續的으

로 維持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商法上 營業의 讓渡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合倂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상법상 株主總會의 專屬事項에

속하게 된다. 즉, 株主總會의 特別決議92)를 얻어야 可能하다는 점을 유

90)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7
91) 손성, 김진철, 전게서 참조

92) 상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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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해야 한다.

마) 競爭公開買受方式

이 방법은 敵對的 인수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友好的인 第3者에게 신

주를 발행해 주거나 백기사(white knight ) 이용과 같이 회사를 양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第3者로 하여금 引受企業이 제시한 公開買受價格보

다 有利한 條件으로 引受對象企業의 주식을 公開買受하도록 하여 引受

企業의 공개매수에 대하여 競爭關係를 형성하는 것이다.

경쟁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公開買受價格은 자연히 上昇하게

되므로 引受企業 입장에서는 주식매집에 따른 費用이 上昇하게 되어 引

受對象 保險會社의 입장에서는 防禦效果를 얻을 수 있으며, 株價가 높

아짐에 따라 인수대상 보험회사 株主들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

이 증가할 수 있다.

敵對的 공개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引受對象 保險會社의 資金力이

不足하여 逆公開買受를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자금력 있는 友好勢力을 확보하고

그 關係를 잘 維持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공개매수자의 資格을 制限하는 조항이 證券去來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상 법적인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公

開買受의 適用對象 有價證券은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

한 유가증권으로 定義되어 있으므로93) 上場法人인 損害保險會社와 登

錄法人으로 되어 있는 生命保險회사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9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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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c man 戰略

우리나라 商法에서는94 ) 공개매수가 있을 경우 引受對象企業이 먼저

公開買受者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公開買受者가 기존에

취득하였던 對象會社의 주식은 議決權이 制限되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防禦效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公開買受者와 對象企業 양자가 상대방의 주식을 10%를 초과하

여 취득하게 되면 서로 議決權이 制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개매수자가 引受對象會社의 주식을 40%를 초과하여 취득

하는 경우 상법상 母·子會社 關係가 성립되므로 對象會社는 公開買受

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95) .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引受對象

會社側에서 역으로 먼저 公開買受者의 주식을 40%를 초과하여 취득하

려 한다면 지나친 資金上의 負擔을 안게 되는 消耗戰의 양상을 띄게 되

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戰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공개매수자의 資本規模가 비교적 작은 경우나

引受對象 保險會社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制限的으

로 사용가능한 방법인 셈이다.

그리고 비록 이 방법이 성공하더라도 引受企業의 株主들에게는 경영

권 방어를 위하여 공개매수에 따르는 프리미엄을 제공한 반면 引受對象

保險會社의 株主들은 自社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아무런 프리미엄도 얻

지 못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3) 自己株式 取得

94) 상법 제369조 3항

95) 상법 제342조의 2

- 73 -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有價證券市場을 통하여 敵對的 매수자가 아닌 一般株主들로부터 매집하

는 방법 둘째, 敵對的 公開買受者로부터 비싼 對價를 지불하고

greenmail의 형태로 直接 取得하는 방법 셋째, 對象會社가 자기회사의

一般株主들을 대상으로 直接 公開買受를 시도하는 自己公開買受方式이

그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法的 態度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原則的으로 자기주식취득을 認定하고 적

당한 制裁를 가하는 방식과 둘째, 원천적으로 禁止하되 例外的으로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制限的으로 許容하는 입장이다.

美國은 이중 原則的 許容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매입

에 대하여 근본적인 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州會社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證券市場을

통하여 이를 취득하는데에는 制約條件이 존재한다.

즉, 공개매수 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證券去來委員會에 취

득주식수량, 취득목적, 자금출처와 규모에 관한 情報를 申告할 것과 株

主들에게도 동일정보를 6個月 以前에 提供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

고 自己公開買受方式에 의한 취득은 他人에 의한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96 ) .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自己株式 取得에 대

하여 制限的 立場을 고수하여 왔으나 IMF 救濟金融으로 인한 외국인투

자의 完全自由化와 국내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企業價値의 下落 등

96) 송종준 譯, 전게서, pp .254∼256

- 74 -



으로 敵對的 M&A를 許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敵對的 M&A의 危險에 완전히 露出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위험에 노출된 企業의 입장에서 M&A개방 以前時點과 비교하여

방어전략의 선택의 폭에 변화가 없다면 一方的으로 無防備狀態에 직면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코 公正한 기업간의 競爭行爲로 볼 수 없으

므로 정부는 敵對的 M&A를 허용함과 동시에 效果的인 防禦策도 동시

에 摸索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 98년 5월 15일 국회 본

회의에서 證券去來法을 改正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自

己株式의 取得限度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上場企業인 국내 損害保險會社들도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게

自己株式을 매입하여 防禦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자

기주식은 議決權이 인정되지 않으므로97) 자기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하

여 이것이 곧바로 회사의 經營權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流動株式數를

減少시킴으로써 우호세력의 보유주식비율을 높이고 買收勢力이 지배권

획득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持分買入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株價가 上

昇함으로써 추가적인 資金上의 負擔을 안겨주어 매수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회사의 자금만큼 회사의 유동

성이 감소하여 財務健全性이 低下되므로 敵對的 M&A의 유인을 제거

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의할 점은 證券去來法 改正에서

97) 상법 제3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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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株式取得限度의 폐지는 取得數量의 한도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취득에 소요되는 金額上의 制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商法에 의한 利益配當의 限度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 以下로

制限되고 있다98) .

그러나 非上場法人인 국내 生命保險會社들은 여전히 商法上의 自己

株式取得制限條項99)에 의해 規制되므로 이 경우 자기주식취득보다는

定款에 株式의 讓渡制限規程을 設定100)하는 方式을 代案으로 考慮해 볼

수 있다.

다 . 其他

1) 法的 訴訟

이 방법은 敵對的 買收勢力이 對象會社의 매수를 위하여 진행한 내

용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그 法律的 無效性을 제

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매수측에 法的인 하자가 뚜렷이 존재하는 경우

라면 당연히 防禦效果가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不法

性을 명확하게 가리기 곤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오히

려 매수세력에 의해 旣存에 사용한 防禦戰略에 대한 불법성 시비에 말

려들기 쉽다.

引受對象 保險會社의 입장에서는 訴訟에서 勝訴한다면 다행이지만

敗訴하거나 다른 방어전략까지 불법판정을 받게 되면 재판에 소요된 金

錢上의 被害만이 가중되고 또 다른 방어책을 시도할 기회마저 상실할

98)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99) 상법 제341조

100) 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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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다른 防禦戰略을 摸索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벌고자 하는 경우, 勝算이 확실한 경우나 승패가 불분명하더라도 매수

세력에게 經濟的, 心理的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買收意慾을 挫折시킬 가

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M&A 關聯 法規 및 買收勢力

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硏究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101), 해

당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쌓아온 우수한 法律專門人을 確保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급선무이다102) .

2) 友好的 輿論形成

敵對的 매수행위 내지 매수세력의 不當性이나 非倫理性을 大衆媒體

나 言論에 집중적으로 강조·부각시킴으로써 友好的인 輿論을 形成하여

引受企業의 매수의도를 막는 방법이다.

실제로 여론에 호소하는 데에는 매수반대논리의 理論的, 倫理的 妥

當性이 必須要件임과 아울러 引受對象企業과 잠재적 지지계층과의 文化

的 同質感 내지 紐帶感이 보이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것도 부인할 수

101) 한화종금측이 이미 死文化되어 있는 銀行法 關係條項까지 찾아내어 우풍

상호신용금고의 주식매집을 막으려 한 일 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정규

재, 「기업최후의 전쟁 M &A」, 한국경제신문사, 1998, pp.97∼98.
102) 實例로서 한화종금의 經營權 引受를 둘러싸고 우풍상호신용금고가 태평

양과 세종합동법무법인을, 그리고 한화그룹측이 김&장을 각각 고용하는

등 이 분야의 國內最高 法務法人 및 베테랑들을 고용하여 치열한 法律鬪

爭을 벌인 것을 들 수 있다. 정규재, 전게서, pp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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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이다.

특히, 外國人 또는 外國企業에 의한 敵對的 M&A가 진행되는 경우

경제적인 방어논리 뿐만 아니라 引受對象企業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차

지하는 國民情緖的 價値도 부각시킨다면 여론형성에 의한 방어효과는

예상외로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이 ' 93년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매집한 것에 대

하여 기아자동차측이 輿論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沮止한 例를 들 수 있다.

外國企業에 대한 國內 事例로는 ' 98년 6월 15일 「MS사」가 국내소

프트웨어업체인 「한글과 컴퓨터」에 1천만달러 내지 2천만달러 규모

로 持分參與하는 대신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의 開發과 事業을 中斷

하기로 한데 대하여 국내에서 自生的으로 批判的 輿論이 비등해진 경우

를 들 수 있다103) .

이 경우 상황이 「한글과 컴퓨터」측의 自發的인 意圖下에 진행되었

음에도 국내의 비판적 여론은 「한글과 컴퓨터」측의 經營行爲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자연히 「MS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使用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投資를 빌미로 경쟁제품의 개발을 제한한 것은

103) 물론 이 경우 「한글과 컴퓨터」 측이 「 글」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일방적인 敵對的 M &A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부진으

로 심각한 資金難에 빠진 「한글과 컴퓨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國

內企業과의 提携를 모색했으나 大企業의 외면으로 백기사 (w hit e knight )

를 찾는데 失敗했으며, 사태는 악화되어 １차부도를 맞는 상황까지 몰리

게 되었다. 궁지에 몰리게 된 「한글과 컴퓨터」는 결국 競爭業體인 「한

국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 워드프로세서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전달하

고 「한글과 컴퓨터」에 投資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하여 「M S」

측은 기꺼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아일보』, '98. 6. 16, 17면

- 78 -



公正去來法을 명백히 違反한 것이라며 投資合意를 白紙化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不公正性 與否를 가리기 위하

여 양사의 合意內容에 대한 檢討作業에 착수했다104).

물론 이 경우는 「아래아한글」이라는 商品이 차지하는 文化的 象徵

性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로서 옹호대상이 「한글과 컴

퓨터」라는 일개 회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아한글」이라는 特定製

品으로 볼 수 있는 特殊事例이다.

비록 「한글과 컴퓨터」사가 질타의 대상이 되었지만 해당기업측에

서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國民的 共感이 自生

的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成功與否를 떠나서 이러한 방식이 적절

히 사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潛在的 可能性을 엿보게 해주는 좋은

경우라 할 수 있다105) .

그러나 保險産業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引受對象 保險會社의 規模

가 일정수준이상 되는 경우가 아니면 큰 呼應을 얻기는 힘들것으로 예

상되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經濟與件下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制限的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戰略的으로 이용할 때 지나치게 感

情的인 輿論을 형성하는 것은 매수세력에 대하여 자칫 왜곡된 排他的

感情을 조장하여 正常的인 通商關係에 不協和音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

로106) 正當한 企業經營의 論理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

104) 『문화일보』, '98. 6. 16, 11면
105) 한국벤처기업협회가 結成한 「 글 지키기운동본부」가 제시한 100억원

규모의 投資提議를 「한글과 컴퓨터」측이 받아들임으로써 「M S사」와

의 投資誘致協商은 中斷되었다. 『중앙일보』, '98. 7. 21. 이를 통하여 輿

論形成이 效果的으로 작용할 경우 敵對的 M &A의 防禦手段으로서 지니

는 實效性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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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企業價値의 適切한 株價反映

이 방법은 利害關係者들에게 기업의 核心力量(core competence)이나

事業性에 대한 적절한 情報를 효과적으로 提供하는 활동을 통하여 현재

의 企業價値(fair value)가 株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업가치가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一般株主들

은 현재의 經營陣이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引受對

象企業의 주가가 實際價値보다 低評價되었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 公開

買受提議의 威脅에 대하여 주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매수세력에 대해서도 株價上昇으로 인한 追加的인 資金負擔

을 지우고 低價買受후 얻을 수 있는 株價上昇差益의 매력을 상실케 함

으로써 매수의지를 좌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방법은 IMF 救濟金融 이후 株式市場의 심각한 沈滯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가치가 크게 下落해 있는 현 시점에서 事前的인 방어전략

으로써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成功與否는 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保險社들을 포

함한 대다수의 保險社들이 自力으로 企業價値를 단기간에 向上시키고,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能力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保險社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내적인 구조조정노력을 가속화하

여 非效率的 要素들을 除去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106) 「한글과 컴퓨터」가 「M S사」와의 合意內容을 白紙化한데 대하여 「

M S사」가 法的 對應을 검토하고 外國 言論이 한국의 閉鎖的 去來慣行을

문제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그 例이다. 「M S사」측은 「한글과

컴퓨터」의 거래방식과 함께 市場原理보다 國民感情을 意思決定 要素로

삼은데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중앙일보』 ' 98.

7. 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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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景氣不況이 장기화될 수 있는 特殊狀況에서 시장의 巨

視的 變數들의 變化推移와는 獨立的으로 保險會社의 內生的 노력만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累積赤字 深化와 支給餘力惡化 등으로 부실의 정도가 큰

일부 保險社들에게는 理論的으로는 바람직하지만 現實性이 크게 떨어져

卽刻的인 代案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敵對的 M&A에 대

한 防禦策으로서 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經營改善 次元에서 반드시 실행

되어야만 할 사항이지만 敵對的 M&A 발생을 전후하여 短期間에 防禦

效果를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

할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IMF 體制를 하루

빨리 克服하여 우리나라의 巨視的 經濟與件이 好轉되어야 한다. 즉, 전

산업부문의 構造調整作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金融市場과

實物經濟가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작동됨으로써 輸出이 증대되고 이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換率을 安定시킴으로써 國

家 및 企業信用度를 하루 빨리 提高하여야 하는 것이다. 金融市場 및

實物經濟가 안정되고 그 기능이 정상화되어 雇用이 增大되어야 所得增

大效果로 인하여 보험의 有效需要가 創出될 수 있고 보험회사의 企業價

値에 靑信號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 保險會社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不合理한 經營方式을

打破하고 株主의 利益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經營方針만이 기업의 생존

을 가능케 한다는 기업관(entrepreneur ship)을 實踐的인 次元에서 과감

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개별 保險會社의 독자적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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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역량이나 경쟁력을 충분히 홍보하게 될 때 株式市場에 건전한 信號效

果(signaling effect )가 작용하여 企業價値가 株價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 安定的인 投資勢力을 장기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들 投資勢力은 株價를 適正水準으로 維持하고 敵對的 M&A 발생시에

友好勢力의 役割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 . 國內 損保社의 防禦計劃 現況

國內 損害保險業界는 ' 98년 5월중에 동월말 개최되는 定期株主總會

에서 敵對的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일환으로 定款變更計劃을 수

립하였다.

' 98년 5월중에 각 損害保險會社가 계획한 敵對的 M&A의 防禦戰略

을 보면 stock option과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려는 방법 이외에도 회

사별로 매우 多樣한 방어전략을 計劃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개

複數의 방어전략을 구사하려는 모습에서 國內 損保社의 敵對的 M&A

에 대한 警戒心과 經營權 防禦의 必要性이 매우 고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表 Ⅴ - 1> 國 內 損保社의 防禦戰 略 計劃 ('98 .5 基準 )

회 사명 방어계획 내용

삼성화재
스톡옵션제 도입

제3자 신주배정조항도입

동양화재

스톡옵션제 (기실시)

우선주 발행근거 마련

(무배당시 의결권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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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방어계획 내용

제일화재 스톡옵션제 (기실시)

LG화재

스톡옵션제 도입

일반공모 증자조항 신설

수권자본금 증액(380억→1천억원)

등재 이사수 축소

(3인 이상 18인 이하→14인 이하)

대한화재
주주명부폐쇄기간단축

(결산일 다음날∼정기주총일→4월 1일∼4월 30일)

해동화재

스톡옵션제 도입

제3자 신주배정조항

특별결의사항 가결요건 가중

(출석주주 2/ 3이상, 발행주식의 1/ 3이상 동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

자료 : 보험신보 ' 98. 5. 18, 1면의 내용을 재구성함

2 . 國內 保險會社의 適用 困難한 方法들

가 . 債券發行方式

美國의 경우에는 一般企業은 물론 保險社도 資金調達方式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선진국가

들도 자금조달방식을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商法은 理事會가 定款에 정한대로 株主 아닌 第3者에게 轉

換社債(CB)를 자유로이 配定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정관

에 명시된 조항이 없을 때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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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株券上場法人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

액은 商法 第470條의 규정에 의한 社債發行限度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

다108) .

그러나 우리나라 判例中 미도파 사례의 경우 신동방의 미도파주식

매집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미도파의 轉換社債發行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無效判決을 받게 되었듯이 敵對的 M&A 발생시 단순

히 經營權을 防禦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多數株

主들의 利益을 侵害하게 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한화종금 사례에서도 경영권방어 자체만을 목적으로 기습발행

한 사모전환사채가 1審에서는 證券市場의 安定性維持라는 명목하에 인

정되었지만 2審에서 無效決定判決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2審에서의 無效判決의 論據는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友好勢力인 第3

者에게 집중적으로 新株를 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私募轉換社債發行은

旣存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침해한 不公正한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주주가 철저히 排除된 채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 물량이 기존 주

식의 持分比率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은 制度濫用으로 違法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정부는 경영권방어를 위한 사모사채의 발행을 저지하려는 취지

에서 ' 97년 4월 1일부터 소수주주의 株主總會 召集이 있거나 법원에 經

營權 關聯 訴訟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분쟁사실이 證券去來所에

公示된 경우등 경영권분쟁중인 기업의 사모사채발행을 禁止하고 발행후

107) 상법 제513조

108)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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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은 株式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사모전환사채의 發行要件을 엄

격하게 强化하였다.

그러므로 一般企業의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社債發行이 가능하다고

는 하지만 실제로 經營權防禦를 목적으로 한 사채발행은 더욱 어려워져

그 實效性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社債發行方式에 의한 경영권방어가 과거보다 힘

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保險業界의 경우는 이러한 可能性 자체

가 원천적으로 不可能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감독규정에 의

하여 보험회사는 債券發行을 통하여 資金을 借入할 수 없도록 하고 있

기 때문이다109) .

이는 外部資金의 유입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危險이 增加함으로써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침해할 가능성을 事前的으로 차단하기 위한 동기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國民의 財産保護라는 公益的

性格의 사업내용을 취하고 있는 保險業의 기본적 특성을 감안한 셈이

다.

그러므로 保險會社의 입장에서 사채발행방식을 통한 방어전략은 方

法의 效果性과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根本的으로 不可能한 상태이며, 이

에 대하여는 別途의 論議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美國의 경우는 保險會社에 대하여도 資金調達方式에 대하여

109) 保險監督規程 第59條에 의하면 保險事業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이외에는 資金을 借入할 수 없다.

1. 銀行으로부터의 當座借越

2. 還買條件附債券의 賣渡

3. 콜去來仲介機關을 통한 콜머니(總資産의 0.5%를 超過할 수 없다.)

4. 政府로부터의 國債引受 支援資金 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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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制約이 없으며 일반기업과 同一한 資金調達方式이 許容되어 있다.

나 . 株式制度利用

1) 毒藥計劃(poison pill)

이 방법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어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 적용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轉換株式과 償還株式의 형태를 취하는 優先株發

行方式의 경우 미국에서는 理事會에서 轉換條件이나 償還條件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110 ) 우리나라에서는 전환조건이나 상환조건은 현행 商

法上 定款 記載事項으로111) 株主總會 決議要件에 해당하므로 상황이 다

르다.

특히, 두가지 방법 모두 引受對象會社에 대한 매수자의 주식취득이

一定比率을 超過할 경우 또는 1단계 기업매수 이후 2段階 合倂이 시도

되는 경우를 轉換이나 償還條件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未來

의 不確實한 事件을 條件으로 한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의 발행은 허

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flip- over 및 flip- in , back- end pill 등의 경우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

가지다. 이 경우 保險會社의 주주에게 配當의 形態로 低價의 株式買受

權이나 賣渡 또는 轉換請求權을 option으로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商

法上 違背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배당의 형태로 現金이나 株式만을 인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독약계획은 權利行使者를 引受對象會社의 株主로 制

限하므로 公開買受側은 그 대상에서 除外된다. 그러므로 상법상 株主平

110) 송종준 譯, 전게서, p .278
111) 상법 제345조,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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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의 原則과 違背된다는 점으로 법률상 無效是非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option의 價格을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책정하는 것은 株主

間 衡平의 原則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資本充實의 原則과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국내 保險會社들이 毒藥計劃을

防禦戰略으로 채택하는 것은 現在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議決權差等株式 發行

이 방법은 미국에서는 매우 强力한 防禦手段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株當 1議決權 이외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은 인정되지 않으므로112) 國內 保險會社들이 使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不可能한 방법이다.

3) 第3者에 대한 新株發行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敵對的 M&A가 公開買受方式으로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第3者新株發行을 할 수 없다는 점으로서 그 이유는 현행

證券去來法이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신주발행, 전환사채(CB), 신주인수

권부사채(BW )의 발행을 禁止하고 있기 때문이다113) .

이는 제3자신주발행의 性格을 전환사채(CB)와 마찬가지로 資金調達

目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려는 法的 視覺 때문이며, 敵對的 M&A

가 進行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제3자신주발행은 순수한 資金調達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經營陣의 經營權 保護目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

112) 상법 제369조 제1항
113) 증권거래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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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판단된다.

4) 買收勢力으로부터의 株式取得(greenmail)

自己株式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美國에서도 그린메일의 경

우 그 適法性을 당연히 認定하는 것은 아니며, 經營判斷尊重의 原則과

忠實義務의 觀點에서 適法性을 판단한다114) .

一例로 미국의 디즈니사의 경우를 보면 '84년 4월 스타인버그 그룹

의 디즈니사 公開買受에 대하여 디즈니사의 經營陣이 스타인버그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디즈니사의 株式 모두를 公開買受價格보다 높은 가격인

그린메일방식으로 買受하고 其他費用까지 보충해 줌으로써 株價가 暴落

한데 대하여 디즈니사의 株主들이 디즈니사의 理事陣과 스타인버그그룹

을 被告로 하여 캘리포니아주법원에 디즈니사의 그린메일 返還請求訴訟

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디즈니사 이사진에 대하여 經營權을 維持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自己株式의 取得은 정당한 주식취득

의 事由로 볼 수 없으므로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위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타인버그그룹에 대해서도 디즈니사 이사진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連帶責任을 물어 立證責任을 지웠다115) .

즉, 그린메일 지급을 통한 防禦目的의 자기주식취득의 妥當性을 방

어성공으로 인한 利益과 그린메일 지급에서 발생한 기업의 損失을 상호

비교하고, 경영진이 자신들의 株式取得行爲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114) 송종준 譯, 전게서, p .255
115) 손성, 박유선, 防禦的 自己株式取得 , 손성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사법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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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實義務를 어느 정도 違反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는지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셈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會社定款에 一定比率 以上의 주식소유자로

부터의 그린메일方式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禁止하는 規程을 명시하는

趨勢에 있으며, 州法에서도 이를 規制하려는 立法活動이 진행되고 있다

고 한다116) .

한편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에서 上場法人인 損害保險會社의 自己株

式取得은 證券去來法上 證券市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117) 회사

가 주주들에게 直接公開買受方式으로 취득하는 自己公開買受方式이나

greenmail方式은118)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119 ) . 그러나

116) 송종준 譯, 전게서, p .255
117)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118) 國內에서는 外國人에 의한 그린메일로 이해되는 事例가 '98년 7월 10일

최초로 발생하였다. 美國系의 아팔루사 펀드가 2대주주로 되어 있는 효성

T &C 주식 1백50만주 가량을 모두 매각하고 이중 거의 대부분을 효성물

산측이 買受한 것이다. 그리고 아팔루사 펀드는 이러한 株式賣却을 통해

약 11억원의 時勢差益을 거두었고 換差益 고려시 약 46억원의 이익을 얻

은 것이다. 이는 아팔루사 측이 효성 T &C의 不實系列社 合倂을 同伴不

實可能性을 理由로 反對한 것이 원인으로 효성측은 合倂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株式買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證券業界에서는 양측의

事前價格協商 可能性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을 효성측이 아팔루사펀드에

프리미엄을 支拂한 典型的인 그린메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

일보』 '98. 7. 11, 9면, 11면.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株價造作 의혹

이 제기되어 證券去來所는 精密賣買審理에 착수하고 價格談合이 적발될

경우 證券監督院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 98. 7. 11, 9면. 그리

고 이 경우 효성측의 株式買入은 有價證券市場의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兩者間의 協商에 의해 直接取得하는

그린메일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19) 송종준 譯, 전게서,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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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行會社가 아닌 경영권을 가진 大株主에게 greenmail을 하는 것은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 其他方法

1) 資産 lock - up方式

이 방식은 敵對的 M&A가 발생할 경우를 條件으로 하여 友好的인

第3勢力에게 特定資産을 구입할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특정자산은 물론 引受企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敵對的

M&A의 動機가 되는 核心資産이나 核心事業部門(crown jewel)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理論的으로는 이 방법이 성공하면 敵對的 매수자의 買

收動機가 喪失됨으로써 防禦效果를 거두게 된다.

이 방법은 美國에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계약에 不

當한 對價가 지급되고 引受對象會社에 대한 價格競爭을 破壞한다는120)

根據下에 법적효력에 懷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行使價格이

公正할 경우에 한하여 契約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산의 適正時價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행사가격의 適正性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을 賣却하기 위하여는 해당

자산의 主要資産 構成與否에 따라서 州法이 株主의 承認을 요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다121) .

120) 引受對象企業은 核心資産이나 核心事業部門을 引受企業을 排除하고 제3

의 友好勢力에게만 選擇權을 附與함으로써 인수기업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인수기업과 제3의 우호세력과의 價格競爭을 통하여 보다 높은 가격

으로 핵심자산 및 핵심사업부문을 賣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

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株主의 利益을 侵害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不當

한 對價가 支給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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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방법은 現實的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手段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시 비록 資産買入選擇權을 제3

자에게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對象會社의 입장에서 營業의 全部 또는 重

要한 一部를 讓渡하거나 또는 회사의 重要財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상

법상 株主總會의 特別決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122) .

敵對的 M&A의 引受對象會社가 비효율적인 경영행태 등으로 주주들

이 旣存 經營陣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特別決議의 成功與

否를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敵對的 公開買受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實務的으로 특별결의를 위하여 株主總會를 召集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適切한 對處行爲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어책으로 활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산을 매각한 후 그에 상응하는 또다른 資産 -

現金, 有價證券등 - 이 流入되므로 기업의 資産價値減少效果가 相殺되

어 防禦效果가 減少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라 . 防禦手段別 比較結果

상기의 방어수단들은 一次的으로 上場法人인 損害保險會社를 그 주

된 對象으로 한 것이나 非上場法人인 生命保險會社들의 입장을 반영하

여 실효성을 고려하기 이전의 그 使用可能性만을 대상으로 비교·정리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변경을 통한 방식과 제3자신주배정방식, 영업양도의 성격

121) 송종준 譯, 전게서, p .252
122) 상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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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백기사(white knight )이용방식, 독약계획(poison pill), 차등의결

권주식발행방식, 자산 lock - up은 우선 商法上의 規制를 따르는 내용들

이므로 株式會社인 損害保險會社와 生命保險會社 모두 그 적용이나 해

석상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債券發行方式은 국내의 生保社와 損保社 양자 모두 보험감독

규정에 의하여 공통으로 適用받는 내용이므로 역시 동일한 論點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셋째, 株式制度를 이용한 방법중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방식과 종업원

지주제도는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양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生·

損保社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경쟁공개매수전략은 證券去來法上 公開

買受制度에 의한 것이므로 上場法人인 損保社와 登錄法人으로 되어 있

는 生保社에 대하여 使用可能하다123 ) .

문제는 自己株式 取得方式으로서 上場法人의 自己株式取得制限制度

가 폐지됨으로써 損害保險會社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소기의 방어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나 生命保險會社는 非上場法人이므로 여전히 商法上

의 自己株式取得制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定款上에 株式讓渡制限條項을 設定하는 것을 그 代案으로 고려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124) .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각 방어수단들의 國內 保險會社에 대한 適用可

能性 및 制約要因들을 그 성격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이러한 내

용을 좀더 분명히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比較結果表를

작성하였고 각각의 방어수단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그 적용가능여부를

12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124) 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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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과 우리나라의 一般企業 및 保險社에 대하여 상호비교하였다.(〈表

Ⅴ- 2〉참조)

그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公正性과 忠實義務의 原則을 遵守한다

는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상에 큰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債券發行

方式이나 第3者 新株發行方式의 경우 적용상에 法的 制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法的 立場과 비교할 때는 유연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pac man 전략, 발행회사의 greenmail 요구 및 자산 lock- up의 경

우는 법적인 복잡성이나 否定的인 視覺 등으로 相對的으로 사용상의 制

約이 따르는 방법들로 이해할 수 있다.

<表 Ⅴ - 2 > 防禦手段 別 適用可能性 比較

방어전략유형 미국
한 국

일반기업 보험사

1. 정관변경

시차임기제 ○ ○ ○

특별다수결규정 ○ ◆ ◆

golden parachute ◇ ◇ ◇

silver & tin parachute ◇ ◇ ◇

2 . 채권발행

전환사채(CB)발행 ○ ◆ ×

BW발행 ○ ◆ ×

3 . 주식제도이 용

제3자신주배정 ○ ◆ ◆

주식매입선택권부여 ○ ○ ○

종업원지주제도 ◆ ◆ ◆

역공개매수 전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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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전략유형 미국
한 국

일반기업 보험사

3 . 주식제도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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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 비해 사용상의 制約條件이 보다 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독약계획(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주 발

행 및 발행회사의 그린메일(greenmail) 요구방법은 현재로서는 原則的

으로 사용이 困難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그 방어책으로서의 적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

으며, 게다가 保險會社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使用不可能한 상태에 있음

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그외에 適用方式에 따라 法的 態度가 달라질 수 있거나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定款變更을 이용한 방법중에서 특별다수결규정을, 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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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制度를 이용한 방식에서 제3자 신주배정 및 종업원지주제도를 들 수

있으며, 其他 方式으로는 자산 lock - up을 꼽을 수 있다.

이중 特別多數決規程은 法理論上 贊反兩論이 공존하며, 第3者新株配

定 및 從業員持株制度는 事前的으로는 사용상에 무리가 없으나 敵對的

M&A 발생 이후의 防禦手段으로는 그 妥當性이 문제됨을 지적하였다.

자산 lock- up은 거래의 公正性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방법중 greenmail과 자산 lock - up방식은 미국에서도 그

사용의 妥當性이나 法的 效力에 대하여 懷疑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

로 國內 保險會社들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golden parachute와 silver & tin parachute, pac man 전략

및 기업가치의 주가반영전략 등은 根本的으로 사용상에 법적인 禁止要

件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現實的인 적용상에 있어서 實效를 거두는 데

에는 限界가 있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保險會社는 敵對的 M&A에 대

한 防禦戰略을 수립함에 있어서 外國과 비교하여 相對的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국내의 一般企業보다도 不利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방어전략은 個別 保險會社와 매수세력 각자의 固有한 內部狀況

및 산업 전반적인 外部與件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하나의 劃一的인 基準으로 그 적용타당성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引受對象 保險會社의 입장에서 적절한 防禦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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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려면 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代案이 公正하게 保障되어야 하

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保險會社의 防禦戰略 樹立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制度的

改善事項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 保險産業에 必要한 制度的 改善事項

상기의 각종 방어전략들은 나름대로 長點과 問題點 또는 적용상의

制約要因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制約要因은 우리나라의 制度에 의한

것과 개별 保險會社의 內部的 狀況에 의하여 현실적 적용이 곤란한 것

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중 法의 적용논리를 違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가

능한 대안들은 별개로 하고, 保險會社의 입장에서 敵對的 M&A의 방어

수단으로 使用하는 것이 必要함에도 불구하고 企業自體의 內的 要因이

아닌 制度的 環境에 의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排除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企業防禦의 次元에서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前述한 制度的 制約事項 및 問題點들 중에서 保險産業에 필요

한 制度的 改善事項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가 . 株式發行制度

1) 第3者 新株發行과 關聯된 制限緩和

公開買受方式으로 敵對的 M&A가 진행되는 기간중 現行 證券去來法

이 신주발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의 발행을 禁止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商法이 상기의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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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企業의 資金調達目的 次元에서 이해하려 하는 法的 立場의 結

果이다.

물론 經營權 確保를 위하여 同制度를 無分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존

의 주주들에게 被害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效率的인 M&A는 오

히려 개별 기업에 있어서나 産業構造調整 측면에 있어서나 肯定的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敵對的 M&A가 발생하는 모든 회사가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

다고는 볼 수 없다. 즉, 一方的인 公開買受行爲로 殘餘株主들의 利益이

보호되지 못하고 證券市場이 교란되며, 健全하게 成長하는 기업이 예상

치 못한 공격에 올바로 對處할 手段을 찾지 못하여 경영상 문제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힘의 論理에 의하여 經營權을 喪失하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M&A시장의 完全自由化로 인하여 향후에는

상기의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蓋然性이 크다.

이와 같이 企業倫理的으로나 經濟的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백히

不當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法的인 基準을

一律的으로 適用하여 企業防禦의 可能性을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과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의 발행을 기업의 資金調達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만

이해하여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同制度를

이용하는 것을 違法으로 규정하려는 法的 論理에 어느 정도의 柔軟한

修正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同制度에 대하여 자금조달 수

단 뿐만 아니라 正當한 企業防禦手段으로서의 機能도 동시에 認定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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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狀況과 論理下에 同制度를 사용

하였고 방어에 소요되는 經濟的 損失보다 방어로 인한 企業과 株主들의

利益이 全體的으로 보았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면 그러한 防禦手段을

認定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該當企業의 개별적 상황을 衡平의 論理에 비추어 고려함으

로써 公開買受期間중 제3자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 등의 發行可能性 내지 適法性與否를 판단하는 制度改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差等議決權株式 發行

이 제도는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商法上 使用

이 不可能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企業經營環境이 급변하고 이

에 따라 商法의 改正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혀 불가

능한 제도라는 固定觀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 98년 6월 24일 黨政 商法改正案을 보면 株式의 最低 額

面金額을 기존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낮추었으며, 株式分割制度를 도

입하고 2인 이상의 理事를 선임할 때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누적투표를 할 수 있는 累積投票制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과

거와 비교시 破格的인 내용을 담고 있다125)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額面價 以下로 하락하여도 그 상황에 맞

게끔 株式價格을 策定하여 資金을 調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이 자금

125) 『세계일보』, '98. 6. 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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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상의 애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變化는 궁극적으로 法이 現實經濟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肯定的 結果이다. 일례로 自己株式의 取得이 엄격

하게 禁止되어 있었지만 급속한 M&A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규

제를 短期間에 解除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상황에서는 差等議決權株式의 발행이 허용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企業經營環境이 그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으며, 一

般株主들과 經營陣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制度의 導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수의 議決權을 인정하는 대신 配當을 적게 제공하는 주식

을 발행하여 經營權 자체가 관심사인 友好集團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으로 議決權은 單數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 配當

水準을 높게 책정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경영권에는 관심없이 회사의 營

業實績에 대한 配當에만 관심을 갖는 주주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각자의 差別的인 욕구를 衡平의 原則에 맞게 충족시킴과 동시에

買收勢力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防禦效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毒藥計劃 使用을 위한 制度的 彈力性 提高

이는 毒藥計劃(poison pill)의 적용에 관련한 것으로서 轉換株式이나

償還株式의 轉換條件 및 償還條件의 결정을 定款記載事項이 아니라 미

국과 같이 理事會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전략 수립의 迅速性

과 柔軟性을 提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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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 保險會社의 所有構造를 고려할 때 現在로서는 정관변경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어 당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러나 保險會社의 所有構造에 變動이 생길 可能性을 排除할 필요는 없으

므로 이에 대한 準備次元에서 미래의 가능한 代案策으로서 再考할 필요

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敵對的 M&A라는 미래의 不確實한 事件을 條件으로 한 上記

株式의 發行 및 配當의 형태로 株式買受權이나 賣渡 또는 轉換請求權을

附與하는 것은 現行 商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문제이므로 毒

藥計劃을 우리나라에 導入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難點들이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 債券發行制度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保險會社들은 보험감독규정에 의하여 資

金調達을 목적으로 한 채권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험

회사 財務構造의 安全性을 유지하여 保險契約者들을 보호하기 위한 根

本的 安全裝置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肯定的인 측면과 함께 保險會社는 敵對的

M&A 발생시 主要防禦手段중 한가지 可能性을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모사채의 발행요건이나 전환조건이 엄격해 짐으로써 과

거에 비해서는 그 實效性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

채발행이 가능한 一般企業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며, 처음부터 주요 자

금조달수단이 制限되어 있는 保險會社의 입장에서는 사채발행이 허용된

다면 상대적으로 資金調達 및 企業防禦上의 柔軟性이 증가하여 活路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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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수 있는 可能性이 제시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에 대하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의 발행이 許容된다면 자금조달목적과 함께 事前的으로 友好勢力의 持

分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게 됨으로써 敵對的 M&A에 대한 防禦

效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美國이나 기타 先進國의 보험사

들에 대하여 채권발행이 자유롭게 許容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再

考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無制限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債券發行으로 인하여 기업의 經營이 惡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財務構造가 健全하고 支給餘力이 充實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들

을 評價 및 選定하여 制限된 範圍 以內로만 許容함으로써 그 副作用을

最小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該當 保險會社의 財務狀態를 지속적으로 監視하여 향후의 追

加的 채권발행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制度上의 補完策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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