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結 論

우리나라는 지난해 外換危機의 여파로 換率이 上昇하고 株價가 暴落

하여 국내의 企業價値가 2중으로 下落함으로써 일반적으로 國內企業에

대한 外國企業의 購買意慾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保險産業의

경우 流動性의 確保 및 자금의 長期的 運用이 가능하다는 산업 고유의

長點과 成長可能性이 有望하다는 肯定的인 要因 및 글로벌리즘을 표방

하는 외국기업의 戰略的 目的 등으로 말미암아 國內保險會社에 대한 敵

對的 M&A의 發生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國內 保險會社의 입장에서 企

業防禦를 위해 사용가능한 防禦戰略을 摸索하고자 하였다. 以下에서는

先進國에서 그간 사용해온 各種 M&A 防禦手段들을 분석해 본 결과를

要約하고 國內 保險産業 防禦戰略 發展을 위한 制度的 改善事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本 硏究를 끝맺고자 한다.

먼저 國內 保險會社들이 原則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定款變

更을 통한 방법중 時差任期制, 株式制度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株式買入

選擇權附與方式, 白騎士(white knight ) 利用戰略, 競爭公開買受戰略(상

장 및 협회등록법인), 自己株式取得方法(상장법인)이며, 其他方法으로

는 法的 訴訟과 友好的 輿論形成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데에 法的인 制約은 존재하지 않지

만 現實的으로 適用上의 어려움이 따르는 方式은 다음과 같다. 정관변

경방식중 任員에 대한 高額의 賞與金支給方式(golden parachute)과 中

間管理者 및 從業員에 대한 賞與金支給方式(silver & tin parachu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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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防禦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企業의 財

産이 상당량 任職員들에게 流出되어야 하므로 株主들의 反對가 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株式制度 利用方式中 逆公開買受(pac man ) 戰略은 引受企業에 대한

公開買受를 성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資金上의 負擔이 심할 경우 消耗的

인 樣相을 띄우게 되며, 其他方法中 企業價値의 株價反映은 국내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短期的인 對應策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방식에 따라서 法的 立場이 달라질 수 있거나 意見差異가

存在하는 方法들은 다음과 같다. 定款變更方式中 特別多數決規程은 그

妥當性에 대하여 贊反兩論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贊成하는 意見이 보다

有力하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國內 保險會社중에서 使用을 計劃한 事例

도 있다.

株式制度利用方式中 第3者新株配定方式과 從業員持株制度方式은 事

前的인 防禦策으로서는 效果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단 公開買受가

시도된 후에는 그 적용에 대하여 法的 有效性에 대하여 是非의 可能性

이 있을 수 있다. 其他方法中 資産 lock - up은 그 去來方式의 法的效力

이 公正性 次元에서 문제될 수 있음과 동시에 敵對的 M&A 발생시기

에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要한다는 節次上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內 保險社들이 現實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첫째, 轉換社債나 新株引受權附社債와 같은 株式連繫債券의 發行을 들

수 있다. 이는 國內 保險監督規程上의 制約에 의한 것이다. 둘째, 毒藥

計劃(poison pill)으로서 우리나라 現行 商法上 적용곤란한 요소들이 내

포되어 있다. 셋째, 差等議決權株式의 發行도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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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며 넷째, 企業名義의 그린메일(greenmail)방식은

株主保護 次元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國內 證券去來法上 허

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分析結果中 사용상에 제약이 따르는 사항들에 근거하여 國內

保險産業의 防禦戰略 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制度的 改善事項을 도

출하였다. 株式制度와 관련하여 첫째, 第3者新株發行에 대하여 防禦手段

으로서의 機能을 制限的으로 認定하도록 法的 立場을 緩和하자는 내용

이다. 물론 이는 旣存株主와 企業價値의 保護라는 대전제가 充足된다는

條件下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差等議決權株式의 發行으로서 株式分割制度나 株式의 最低額

面金額 하향변경 등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商法改正의 추세를 반

영하여 國內에 導入時 利害關係者들의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防

禦效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毒藥計劃 使用이 가능하도록 法的 彈力性을 提高하는 것이지

만 이 제도를 國內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商法을 改正하는 것은 현재로

서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넷째, 保險會社에 대하여 株式連繫債券의 발행을 制限的으로 許容하

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保險會社의 源泉的 制約要件을 완화시켜 經

營權防禦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國內의 敵對的 M&A 事例의 분석결과 積極的인 防禦策이 구사될 때

에만 經營權을 維持할 수 있었음과 대다수의 사례가 法的 訴訟까지 전

개되는 등 利害關係者들간에 매우 치열한 攻防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차후 이러한 主題에 대하여 보다 深度있고 有用한 硏究가 進行되기

를 期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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