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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단체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된다. 비공개된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상장되면 막
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고 회사의 성격은 대전환의 계기를 맞는
다. 주주의 구성은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개인투자자를 비롯하여 일반법인부터 은행, 기
금, 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 등으로 다변화한다.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결합
체인 만큼 각기 다른 이유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분쟁을 해
결한다. 특히 대부분 국가에서는 내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은 협의가 실패하면 법
원을 통한 소송으로만 최종 해결되는 제한된 방식으로 피해구제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수뇌부 및 주요기관을 총괄하고 자문하면서 감독하는 체
제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은 해당하는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주 간의 분쟁, 주주와 이사진 또는 경영진 간의 분쟁,
기업과 경영진, 이사진, 주주 간의 분쟁 등이 있다.1)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충실의무
위반, 공시 위반, 주가조작, 주총결의의 위법성, 이사나 집행임원의 선⋅해임 등 여러
가지 법규의 위반이나 미준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구제제도는 공적 법집행(public enforcement)과 사적 법집행(private enforcement)로 분리된다. 감독기관이나 규제기관 등과 같이 공권력을 가진 기관을 통한
1) 본 소고에서는 노동자나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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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법집행은 공공성을 지닌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료적으로 운영되
기 마련이고 규범적,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는 달리 사적 법집행은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관계 당사자를 상대로 책임성을 구축하여
손해에 따른 배상을 받아 구제받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면이 있
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국가 대부분은 이 두 가지 형태의 피해구제방법을 두고 소송
을 통해서 법원만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면 투자
자는 보호받고 기업지배구조상의 균형과 견제에 기여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
며 기업의 가치는 극대화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이나 권리 남용 등을 제어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소송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
모적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기능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역학구조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을 대안적인 방식에 따라 해결
하는 필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법원에 의한 소송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은 사
적 법집행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책임 있는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의 실현에 기여하고
기업의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소고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조사하고자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중에서는 조정(mediation) 등도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소고
에서는 소송과 유사한 면이 많고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지는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2) 특히 외국의 최근 동향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의 다양한 장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입장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시
사점을 분석한다.

Ⅱ. 소송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한국을 포함한 국가 대부분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을 주로 법원 소송을 통한
공적 분쟁해결절차로 법제를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분쟁을
2) 2020년 9월 12일부터 발표한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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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착되었지만, 운영 과정속에서 내재하여 있
던 많은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과도한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삼심제도에 따라 대법원까지 다툼이 지속하면 소송은 평균
2-3년에서 길게는 5-6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은 단
순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액도 상당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 각 당사자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소송과 법률비용은 상응하는 만큼
증가하기 마련이다. 송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과 이사진은 대응
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양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협의, 법률 검토와 상담,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우발채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
하면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절차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이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과 같은 법제도에 따라 엄격한 형식과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는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법관이 분쟁
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리한 이후 법규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또
한 법원에 의한 소송은 공개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심리해야 하므로 송사여부와 관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공개된다. 공개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관계는 고조되고 다툼에 휘말리는 부정적인 보도가 노출되
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신용도 타격으로 말미암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소송의 취지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구제수단이지 기업을 간섭하고 훼
방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다. 소송의 주요 역할 중 한 가지는 견제장치가 되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진이나 기타 내부자의 위법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책임성을 구축하여 기업이 정상화되고 책임경영이 확립되는 기틀 마련에 있다.
반면에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중에서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는 공적인 법원을 통
한 소송과 대비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소요되는 총 기간이 단축되어 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송사가 진행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겪어야 하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피로감이 장기화하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
원에서는 국내 중재는 평균 170일이 소요되고 신속 절차를 이용하면 4-5개월 내로 단
축될 수도 있다.3) 양 당사자는 행정부담과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일상
으로 되돌아가고 기업은 다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자치의 원칙(party autonomy)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당 분
3)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절차안내, 12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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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 산업 및 상황에 따라 절차를 탄력적으로 맞춤형으로 도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쟁 규모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구성도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명이 아닌 단독중재인
으로 정할 수 있고 증인 신문 등 없이 문서로만 진행되는 신속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판정부의 구성원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정할 수
도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자격을 갖춘 판정부가 심리를 담당하고 판정을 내리면 양 당
사자는 결과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다. 셋째,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
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 다툼이 노출되면서 오는 세간의 이목과 논쟁을 피하면
서 쟁탈 구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측의 대립적인 갈등 구조를 완화하여 분쟁의 핵심사
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넷째, 비공식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과는 달리 중
재는 구속력과 최종성을 갖추어, 국제적인 성격의 분쟁이라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집행이 가능해진다.

Ⅲ.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재의 역사, 동향과 의의

1. 역사와 동향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주주간의
분쟁 혹은 기업과 주주, 이사진이나 경영진 간의 분쟁의 중재가능성(objective
arbitrability)이 인정되기 시작한지도 비교적 최근이다. 과거에는 가사, 형사, 기업회
생, 부당경쟁법이나 지적재산권 분야같이 지배구조 관련한 분쟁도 중재가능성이 인정되
지 않아 중재의 대상으로 간주 및 허용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시작한 나라는 프랑서와
벨기에가 가장 앞장서 있다. 19세기 초에는 주주간의 분쟁은 중재로만 해결이 가능했을
정도라고 한다.4) 두 국가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익 분배 관련한 분쟁은 아직도 중
재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사의 책임, 선임과 해임 관련한 사항도 모두 중재가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회사의 정리 관련 분쟁도 중재가 가능하다.5)
외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업의 정관에 명시적으
4) Wendy Kennett, Arbitration of intra-corporate disput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Vol. 55 No. 5, 333, 342(2013).
5) 전게 논문, 343–5, Bernard Hanotiau, “L’Arbitrabilite”, Recueil des Cours, Vol. 296, Martinus Nijhoff,
The Hague, p. 168(200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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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시키고, 중재로 해결하도록 기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미법 국가
에서만 흔하지 않고 전통적인 대륙법계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전체 중재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기업 분쟁이라고 한다.6) 중재 합의는 정
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주주와 회사가 사후에 합의해야 한다. 최근 독일 대법원 판
례에 따라 주주 간 분쟁의 중재가능성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추세이다. 그
러나 주총의 결의와 관련한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증시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전통적으로 지배구조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에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중재를 이용하면 증권 관련 법령을 통해서 보
장된 다양한 피해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연방중재법과 증권법 관련
법령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중재로 증권법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7) 1987년 Shearson/American Express v. McMahon 사건에서 미국 대
법원은 중재를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부담을 주면서 의회가 관계 연방법령을 제정
할 때 중재를 제외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상장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소가 증권 관련 법령에 따라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2020년 현재 SEC는 아직도 중재를 강제하는 정관 조항 등에는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할 때는 정관에 중재합
의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당
수 상장사는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중재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호주, 인도, 홍콩 등 영연방 주요 국가는 미국과 달리 기업 합병과 인수에 대한
사안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는 중재와 유사점이 많은 인수합병위원회(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중
재가능성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분쟁이 중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영국중재법 제1조 제 b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8)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며 공공정책에 반하는 사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
6) Christian Duve and Philip Wimalasena, 'Part IV: Selected Areas and Issues of Arbitration in Germany,
Arbitration of Corporate Law Disputes in Germany', in Patricia Nacimiento , Stefan Michael Kroll , et
al. (eds), Arbitration in Germany: The Model Law in Practice (Second Edition), 2nd edition (2015), 929면.
7) 482 U.S. 220 (1987)
8) UK Arbitration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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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입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단연 스위
스가 돋보인다. 스위스는 이와 같은 평판에 걸맞게 최근에 기업 관련한 분쟁에서도 대
체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적인 계획에 따라 최근 관계 법령
을 개정했다. 올해 6월에 새로 입법된 법령을 통하여 중재합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정관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회부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
하지 않아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수의 주주 동의로 충분한지가 불분명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채권법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회부하겠다는 의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있으면 정관을 개정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 시에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스위스 회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다.10) 여기에는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접소송 및 대표소송이 모두 포함되
며, 그 외에 청산과 관련한 청구, 주주의 정보 공개 청구, 주주결의 취소와 관련한 청구,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한 회사의 자금 회수 청구 등도 모두 해당한다. 중재합의
의 대상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 이사진, 임원, 감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회사
의 채권자 등과 같은 외부의 제삼자는 제외된다.

11)

2. 의의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의 정착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향상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선진적인 자본시장 기틀을 확립하는 초석이 된다.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투자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
을 제공해야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고 치열한 국제경쟁구도 속에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상장사의 지배주주나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균형과 견제가 미비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대내외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기업지배구조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이 외부기관 도움 없이 내부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면 이상적이다. 또한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가
구축되면 오히려 이를 피하고자 비공식적인 해결방법이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9) Fulham Football Club (1987) Ltd v. Richards [2012] 1 All ER (Comm) 1148.
10) 제 697n(1) 조, 스위스 연방채무법.
11) 제 697n(1) 조, 스위스 연방채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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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의 종류는 해당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다
양할뿐더러 청구 취지와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합작회사에서는 주요 주주
간 분쟁이 주로 발생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사는 분산된 주주들이나 피해자
등이 이사진이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 등이 있다.
지배구조 관련한 분쟁을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에서만 살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에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중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재가능성을 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책담당자를 통한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도 바뀌고 있고 많은 중재기관들이 앞다투어 기업에 특화
된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중재를 이용한 바람직한 분쟁해결결과는 일차적으로 당
사자 간에 지배구조 관련한 합의(governance settlement)를 유도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모두가 합의한 명문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부가 중재화해판정(consent
award)을 내려 구속력이 부여될 수도 있다. 또한, 주총의 의결사항이나 주식매매 합법
성 여부와 같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재가 유리할 수 있고 회사법, 자본시장
법이나 채무자회생법도 중재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분쟁의 규모가 클수록 중재를 선호하지 않고 법원을 통한 소송을
우선시한다는 견해가 있다.12) 혹시라도 중재로 갔다가 중재판정부가 법리를 오해하거
나,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 부당한 판정을 하면 이를 항소를 통해서 바로잡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에 보수적인 회사는 중재보다는 소송을 선호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상장사 주주는 자본시장 유동성으로 출구전략이 보장되
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손절매하기 일수이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미를 상대적으로 적게 두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나 이사진
및 이해당사자와 관계는 미약하고 일시적이다.
이와는 달리 비상장사의 주주는 출구전략이 원활하지 못해 타 주주와 원만한 관계
유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갈등 구조가 악화할 여지가 높은 법원에 의한 소송보다는 비공
개적인 중재가 당사자 서로를 위해 더 선호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시
간지평(time horizon)을 갖고 투자하는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재
는 비슷한 혜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영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기관투자자는
맞춤형 절차진행을 통해 비공개적인 환경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
소할 수 있는 중재의 장점을 반길 수 있다.
12) C.R. Drahozal and S.J. Ware, “Why do businesses use (or not use) arbitration clause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25, No. 2, pp. 433-47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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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장사의 경우에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소송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투자자
나 경영진 등 입장에서도 조기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재의 선호도가 한층 강화
되고 있다. 대규모 분쟁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판정
부의 오심이나 오판이 우려되어 항소가 가능한 법원을 통한 소송을 선호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과도한 소송과 법률비용은 피소 당한 주주, 기업이나 경영진
등은 물론 제소하는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상할 의사
가 있는 당사자나 피해를 구제를 받고자 당사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이 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다변화되고 다국적화되고 있다. 국제
화될수록 비차별적인 법적용이 요구되고 편파적이거나 국수적인 법원을 우려하기 마련
이다. 특히 법의 지배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또한 수도나 주요 도시에 소재한 법
원보다는 지방에 소재한 법원일수록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기 힘들다.
이때 기업이고 경영진이고, 외부감사인이고 투자자이고 해당 기업과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재로 분쟁
을 해결하려는 선호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Ⅳ.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중재의 주요 쟁점

1. 중재합의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쟁점은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합의(consent) 여부이다. 즉, 중재가 성립하려면 모든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배타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는 보통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명시
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구속력을 갖추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회부
될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소수 투자자가 뜻이 맞아 협력하면서 기술이나 자금을 공
유하고 투자해서 설립하는 합작회사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나이
다. 이때 대부분은 설립할 때 주주 간에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해결 방법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한다.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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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비공개회사와 같이 제한된 수의 주주가 있으면 주주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중재
합의 조항을 추가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물론 당사자 합의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주주 간의 분쟁에 국한되지 않고 각
주주가 선임한 이사진까지 당사자로 포함되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다양하고 이질적이고 분산된 주주가 있는 상장사는 그
구성원이 빈번한 거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여 일정하지 않아 계약 체결 및 법률관계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이사나 경영진은 주주나 이해관계인과는
계약관계나 직접적인 당사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법 등을 통하여 부여된 법원을
이용하는 제소권이 중재판정부로 회부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중재 합의가 있다
고 간주하는 경우는 국제투자중재가 대표적인데 이를 “당사자 관계가 없는 중재
(arbitration without privity)”라고 표현되기도 한다.13) 보통 두 국가가 외국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위법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국가
를 상대로 중재로 회부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지 법원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이러한 조약은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 대부분 체결되는데 에너지헌장조약 같은 다자간 협정도 있
다.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나라는 조약 대신 투자보호 관련 자국 법령을 제정하여 중재
로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외국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도 많다. 개별적인 투자자와 해
당 국가 간에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는 일방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보호를 약속하면서 위반 시 중재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러한 예외를 고려하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도 직접 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가
없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한 이해당사자에게 중재로 회부하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재 합의 여부 문제는 크게 입법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과 정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회사법이나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배구조관련한 분쟁의 관할권을 법원
으로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중재로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먼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올해 개정한 민법편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회사의 정관에 처음부터 중재회부가능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는 모든

13) Jan Paulsson, Arbitration without Privity, ICSID Review-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Vol. 10,
p. 233 (1995). 국가가 외국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에 입각
한 당사자 관계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 관계가 없는 경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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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공지가 되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주주는 이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관을 개정하여 분쟁을 중재로 회부한다고 정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반대하는 주주는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주주가 병행되는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한다면 중재로 인한 분쟁해결 효율은 상실되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영국의 1938년도 Beattie v E&F Beattie Ltd14) 사건에서 이사는 정관을 작성할 때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소송의 피고로 제소한 사건에서 정관에 있는 중재합의
를 근거로 소송을 중재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사는 주주이기도 하였으나 이사의 자격으로 피소를 당했고 정관에 중재조항은
기업과 구성원 간에 분쟁에 국한되어 해당 이사는 중재 해결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영국에서는 표준정관에 중재조항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채권자나 종업원 등은 기업 내부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는 나라가
많아 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이들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힘들다. 이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를 해결하자는 중재합의를 정관에 포함하기는 힘들지만, 채
권자는 채권 계약이나 대출계약, 종업원은 고용계약, 외부감사는 감사용역계약에 조항
으로 추가할 수 있겠다.

2. 남소(濫訴)와 법의 경화(硬化)
중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소를 가능하게 하고 진입장벽을 낮추
면 남소(濫訴)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소송 대응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법률위험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봇물 터지듯 늘어나는 소송으로 기업이 시달리고 있
는 상황에서 중재는 그 부담만 증폭시킨다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소송 등을 통해 사적 법집행이 가장 발달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소송이 많은 국가는 찾기 힘들다. 영미권의 대표적
인 국가인 영국만 해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없을뿐더러 대표소송도 극히 드물다. 중
재는 새로운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의 구제방법을 다각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야
중재를 통한 신청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점, 대부분 경우 패소 시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중재의 전반적 효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소에 따른

14) Beattie v E and F Beattie Ltd [1938] Ch. 708.

| 12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대체적 분쟁해결의 미래와 가능성

폐해는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재 등을 통해 분쟁 소요시간과 비용이 절
감되고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면 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더욱 신뢰하고 아울러 기업평가가 좋아지면서 기업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반대로 중재가 너무 활성화되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이 줄면서 판례를 통해
법이 생성되지 않아 법이 경화(硬化)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5) 특히 보통법 국가에서
는 판례의 해석과 인용에 따라 판례가 축적되면서 살아 있는 법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이 같은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에 영국 대법원장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여 당시 많은
논란이 되었다. 보통법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에 따라 판례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된다. 판결례의 구속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대륙법계에서도 판례의 법원성
이 관습법 등을 통해 점차 인정되어 가고 있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한 상황은 시장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데 입법으로 다양한 경우를 예
측해서 법제화해서 법규정에 담기는 어렵다. 시장이나 사회의 진화속도는 실정법이 따
라가기 힘들어 여기서 발생하는 틈새는 법원이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충하고
있어 법제도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거다.
그런데 과연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건이 중재로 해결된다고 해서 법의 발전이 저해되
는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든다. 첫째, 중재가 소송을 대체하여 판례의 축적
을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주요국 대부분은 중재로 지배구
조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고 아직 사건 수도 많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시기상조다. 반대로 전 세계 대부분 법원은 과도한 사건부담 때문에 대
체적 분쟁해결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 보통법 국가 중에서 얼마나 우려의 소지가 있는
지도 불명확하고 선례구속성이 없는 대륙법 국가에서는 더더욱 문제될 시점이 아니다.
셋째, 중재판정도 승인과 집행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이때 그 내용이 공
개될 수 있다. 비록 판결례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중재판정문도 축적되면 다른 방식으
로 특히 국제관습법 형성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15) John Thomas, Developing Commercial Law Through the Courts: Re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s and Arbitration, The Bailii Lecture 2016, 9 March 2016.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6/03/lcj-speech-bailli-lecture-20160309.pdf;
Lisa B. Bingham, Self-Determination in Dispute System Design and Employment Arbitration, 56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873 (2002); Jennifer J. Johnson & Edward Brunet, Critiquing
Arbitration of Shareholder Claims, 36 Securities Regulation Law Journal 181 (2008).

13 |

연구논단Ⅰ

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분쟁해결제도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도
금융위기 이후이다. 그 시기 이후부터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되기 시작했으며, 감사
위원회제도도 도입되고, 주주의 소수주주권이 처음으로 행사되고 첫 대표소송이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면 관계상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이사 등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소송은 기업내부의 분쟁형태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고
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가 회사 대신하여 그 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때 원고는 회사가 되므로
승소 시 피고 들은 회사에 배상하고 주주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격이 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에 첫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137건이 제기되
었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상장사와 관련한 사건은 47건에 불과했고 44개 상장사만
대표소송을 경험했다.16) 전체 사건 중에서 절반이 1심에서 종결되었으나, 2심에서 종
결된 사건은 34건이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28건이라고 파악되어 전체의 절반 이
상이 상소절차를 밟았다.17)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 사건은 거의 2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상소절차까지 고려하면 소송기간만 놓고 봐도 양 당사자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소
모적인 다툼에 시달리게 된다. 대표소송의 활용도는 당초의 남소 우려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이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사나 집행임
원 등의 책임성을 구축하는 제도로는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집단피해자가 있을 때 당사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상장회사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광범위한 투
자자가 개별 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소액 손해를 보았지만 모든 주주의 손해를 합산한
총손해액이 많을 때 발생하는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존재한다.
개별 개인이나 법인이 소를 제기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고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는 주
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일이 위임을 받고 참가신고
(opt-in)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송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받은 투자자들은 소를 포기하게 된다.
집단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집단의 대표가 동일한 사정에 따라 동일한 피해
가 있다는 집단이 구성되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
16) 이승희,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8-3호.
17) 전게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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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괄구제제도가 집단소송제도이다. 이때 모든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외신고(opt-out)를 하면 되며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관련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허위공시,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이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되어
왔다.18)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자격
을 최근 3년간 3건 이상이면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남소 방지 장치 때문에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2016년까지 제기된 9건 중에 허가
결정이 확정한 경우는 2건이며 실제 본안 소송에 이런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19) 증권
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의 허가결정만 3심이 소요되어
사실상 6심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0) 로얄뱅크오브캐나다 사건만 봐도 소제기일로
부터 무려 6년이 경과한 후에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본안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21)
신속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소송의 속성에 비춰 남소의 가능성은커녕 거의 사문화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제소를 당하는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의 위축과
소송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 분쟁 중에서 이사, 집행임원이나 감사 등을 상대로 한 대표
소송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경우만 살펴봐도 법원의 소송 대신에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양 당사자를 위해 중재를 통
한 신속성, 유연성,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생각하면 많은 장점이 내재하여 있어
대안적으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 올해 9월에는 집당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모든 분야로 확대하자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
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19) 전영준,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경제개혁이슈, 2016-5호,3-4면.
20) 전게논문, 2면.
21) 전게논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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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은 대부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합의
점을 도출하고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비공
식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방법인
법원의 심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래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 많은
나라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활성화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
은 움직임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나 폴란드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나 필리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입안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 제도의 활성화, 입법정책의 수립, 중재기관의 협조,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양성
등 내부구조와 기반을 마련하여 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중재는 신속성과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는 그 특성상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쟁해결방
법을 협의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고 경제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
성과 책임성의 기틀을 다지는 데 보탬이 되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

해외 법령 예시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697n조
1. 정관으로 회사법과 관련된 분쟁을 스위스에 소재한 중재판정부가 해결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하면 회사, 기관, 기관의 구성원 및 주주는
이 중재합의에 구속된다.
2. 중재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제3편을 따른다. 1987 년 12 월 18 일자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2 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으로 중재에 적용될 규칙을 규정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중재규칙을 참
조하여 규정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게
중재절차의 개시 및 종료를 고지하고 이해 관계자로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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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법령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697n조
Beattie v E and F Beattie Ltd [1938] Ch. 708.
Fulham Football Club (1987) Ltd v. Richards [2012] 1 All ER (Comm) 1148.
Shearson/American Express v. McMahon, 482 U.S. 220 (1987).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S. 6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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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소수주주 동의제도
(Majority of Minority Rule in India)
연구논단Ⅱ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백미연｜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일가 사
익편취 규제’로 일컬어진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총수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
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계
열사를 상대방으로 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 총수일가 사익을 위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후 재벌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규제 대상
이 되는 지분율 기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재벌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을 규제 기준보다 살짝 못 미치는 수
준까지만 처분하거나, 상장사 기준(30% 이상)이 비상장사 기준(20% 이상)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비상장사를 상장시키거나,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 등의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1).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8년 8월에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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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수일가가 보유한 직접 지분율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은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의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방식이다. 또한 사익편취를 위한 일
감몰아주기 규제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불공정거래에 관한 장에 포
함되어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총수 일가의 지분율 요건 및 각 호의 행위요
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부당이익 귀속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으며, 규제대상인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지표인 ‘부당성’을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파악하였다2). 그런데 개별 일감몰아주기가 사익편취를 통해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야
기할 만한 규모임을 입중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
에서 인용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사실상 사문화될 개연성
이 매우 높다.
공정거래법 상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또한 합리적인 계열사 간 내
부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여의치 않다. 이른바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쉬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false
negative 뿐만이 아니라, false positive의 오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상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의심되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소수주주
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주주 동의제도(Majority of
Minority; MoM)란 비지배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지배주주가 실
질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
는 방식”을 의미한다(박상인, 2017). 이 제도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수주주에게 일종의 비토권(veto right)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등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인데, 이
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정립되어 있는 인도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인도에서 소수주주 동의제도 도입 계기가
된 사티암 회계부정 사건을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인도의 특수관계자의 기준을 소개
하고, 현행 한국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과 비교를 제시한다. 제IV장에서
는 소수주주 동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
의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2017누36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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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기준과 비교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인도에서 소수주
주 동의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한
국에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Ⅱ. 인도의 소수주주 동의제도 도입 배경 : 사티암(Satyam) 회계
부정 사건
2009년 인도판 엔론(Enron)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사티암(Satyam) 회계부정 사건’
은 인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인도 및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티암 사건은 2009년 1월 7일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인 사티암
(Satyam Computer Services Limited)의 라마린가 라주(Ramalinga Raju) 회장이
지난 7년 간 약 10억 달러(USD)이상의 회계부정을 고백한 사건이다. 라주 회장은 이사
회에 서한을 보내면서 지난 수년간 이익 규모를 부풀리고 채무 규모를 축소 발표해 왔
고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사임을 표했다. 라주 회장은 2008
년 9월 말 기준의 사티암의 장부자산 536억 루피(약 12억 달러) 중 94%가 부풀린 금액
이며, 실제 영업이익은 3%임에도 불구하고 24%로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티암의 주가는 77% 폭락하여 1992년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 충격으로 인도 뭄바이 증시의 SENSEX 지수는 7% 급락으로 마감
하였다. 사티암은 SENSEX 지수에서 퇴출되었으며, 사티암의 외부감사를 맡은 세계 4
대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실추되었다. 라주 회
장은 체포되고 인도정부는 사티암 이사회 해산을 지시하였다. 사티암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사티암의 분식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라주 회장은 2015년 4월에 인도 특별법원으로부터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티암의 회계부정 사건은 2008년 12월에 라주 회장의 아들이 출자하고 경영하던
부동산 관련 회사 2곳의 지분을 사티암이 인수하려다가 불발된 사건으로 인해 표면화
되었다. 2008년 말 라주 일가가 보유한 사티암 지분은 8.3%에 불과했다. 2008년 12월
16일에 사티암은 위험분산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라주 회장의 아
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 2곳을 약 16억 달러에 매수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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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에 대해서 시장 및 언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티암의 미국예탁증권(American Depositary Receipt)의 가격이 55%까지 급락하자
다음날 2008년 12월 17일에 사티암은 해당 인수 안을 철회하였다. 라주 회장은 아들
의 부동산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부동산 회사의 숨겨진 불법자산을 통해서 사티암의 손
실분을 메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2월 19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사티암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23일에는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로 8년간 거래 정지를 당했다. 이후 4명의 이사가 사임했고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회계분식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진 라주 회장은 분식회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사티암 회계부정 사건이 큰 충격을 가져온 것은 우선 사티암이 인도의 대형 우량 상
장기업이었으며, IT 아웃소싱 업체의 특성 상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데이터와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면서 해외 선진국 수준의 내부 감시 시스템 및 회계 투명성을 요구받아
왔기 때문이다. 사티암은 1987년 라주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미국을 포함해 8개국에
49개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며, 네슬레, 제너럴일렉트릭(GE), 캐터필라, 소니, 닛산 등
에 IT 서비스를 제공해온 인도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업계 4위 기업이었다. 1991년에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이후 뉴욕,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2003
년부터는 세계은행에 IT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고용인원 5만 3천여 명,
전 세계 65개 국 이상에서 기업고객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였다. 사티암 회
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인도의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
했다.
그동안 인도의 상장제도, 회계기준 등이 비교적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3), 인
도에서 상장규칙 49조로 대표되는 인도 증권위원회 규칙과 회계기준 18조에 의해서 이
사회의 견제와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상장규칙 49조
는 2001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를 구성할 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장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경영진은 내부거래 세부사항을 감사위원회에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내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다. 또한 회계기준 18조에서는 상장사 내부거래에 관해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각 거
래상대방과 어떤 유형의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증 세부 정보를 재무재표 주석사항에
3) 최호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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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4). 이렇게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티암 사건은 인도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가져왔다.
이번 사건으로 소수 경영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가족중심의 경영 관행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도의 상장제도, 회계감사제도 등 인도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의 회사법
(Company Act)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주 투표 및 권한 강화, 이사 보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사회의 다양성 등이 고려된 법 개정이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배주
주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수단으로 소수주주
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듬해에 상법 개정에 맞추어 인도 증권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가 상장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모든 상장사가 주요 특
수관계자 거래를 시행하기 전에 소수주주 승인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도입하였다.

Ⅲ.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1. 인도의 특수관계자(related party)
특수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를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특수관계자
(related party)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도 회사법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인도 회사법 제2조 제76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열되어 있다. 개인으로는 회사의 이사(director) 및
주요 경영진(key managerial personnel)과 그들의 친척(relatives)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장사의 경우는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더불어 이들이 단독으로 혹은 합하여 회사 납입 자본금
(paid-up share capital)의 2%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이사 및 주요 경영진과 그의 친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이거
나, 회사의 경영활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도 포함하고 있다.

4) L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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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수관계자(related party) 정의
Section 2(76) of Company Act 2013,
“related party”, with reference to a company, means(i) a director or his relative;
(ii) a key managerial personnel or his relative;
(iii) a firm, in which a director, manager or his relative is a partner;
(iv) a private company in which a director or manager is a member or director;
(v) a public company in which a director or manager is a director or holds along with his relatives,
more than two per cent. of its paid-up share capital;
(vi) any body corporate whose Board of Directors, managing director or manager is accustome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of a director or manager;
(vii) any person on whos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a director or manager is accustomed to
act:
Provided that nothing in sub-clauses (vi) and (vii) shall apply to th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given in a professional capacity;
(viii) any company which is—
(A) a holding, subsidiary or an associate company of such company; or
(B) a subsidiary of a holding company to which it is also a subsidiary;
(ix) such other person as may be prescribed;

인도 특수관계자 중 이사(director)는 회사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를 의미한다
(회사법 제2조 제34항).
<표 2> 이사(director) 정의
Section 2(34) of Company Act 2013,
“director” means a director appointed to the Board of a company;

주요 경영진(key managerial personnel)은 회사의 CEO 혹은 경영 관리자, 회
사 비서(company secretary)5), 상근 이사, CFO 등을 의미한다(회사법 제2조 제
51항).

5) 영미국가에서 일반적인 직책으로 회사의 국가규정 준수, 문서관리, 주주관리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임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
=246&dataIdx=13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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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경영진(key managerial personnel) 정의
Section 2(51) of Company Act 2013,
“key managerial personnel” in relation to a company, means—
(i)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the managing director or the manager;
(ii) the company secretary;
(iii) the whole-time director;
(iv) the Chief Financial Officer; and
(v) such other officer as may be prescribed;

친척(relative)은 회사법 제2조 제77항에서 <표 4>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Hindu
Undivided Family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을 모두 포괄하며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딸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표 4> 친척(relative) 정의
Section 2(77) of Company Act 2013,
“relative”, with reference to any person, means any one who is related to another, if—
(i) they are members of a Hindu Undivided Family;
(ii) they are husband and wife; or
(iii) one person is related to the other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2. 인도의 프로모터(promoter)와 특수관계자
인도에는 프로모터(promoter)라는 개념이 있다. 인도의 상장사들은 대부분 프로모
터라고 불리는 창업주 혹은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으며 프로모터는 간단히
말해서 가족경영 중심의 인도 회사들의 창업자 일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모
터에 대한 정의는 인도 회사법과 인도 증권위원회의 규칙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인도 회사법
인도 회사법 제2조 제69항에서 프로모터는 기업의 투자설명서나 연차보고서에 프로
모터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주주, 경영진 등 그 직책에 구애 받지 않고 회사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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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모터(promoter) 정의 (Company Act, 2013)
Section 2(69) of Company Act 2013,
“promoter” means a person—
(a) who has been named as such in a prospectus or is identified by the company in the annual return
referred to in section 92; or
(b) who has control over the affairs of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whether as a shareholder,
director or otherwise; or
(c) in accordance with whos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is accustomed to act:
Provided that nothing in sub-clause (c) shall apply to a person who is acting merely in a professional
capacity;

2) 인도 증권위원회 규정
한편 인도 증권위원회의 상장규칙(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Issue of Capital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gulations, 2009)에서 프로모
터와 더불어 프로모터 그룹(promoter group)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의
를 찾아 볼 수 있다.
프로모터의 경우 회사법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로모터는 회사 주식 발행 등,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투자 설명서에 프로모터로 기재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6> 프로모터 정의(SEBI regulations, 2009)
Regulation 2(1)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Issue of Capital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gulations, 2009
(za) “promoter” includes:
(i) the person or persons who are in control of the issuer;
(ii) the person or persons who are instrumental in the formulation of a plan or programme pursuant
to which specified securities are offered to public;
(iii) the person or persons named in the offer document as promoters:
Provided that a director or officer of the issuer or a person, if acting as such merely in his
professional capacity, shall not be deemed as a promoter:
Provided further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scheduled bank,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and mutual
fun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promoter merely by virtue of the fact that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of the issuer is held by such
person;
Provided further that such financial institution, scheduled bank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shall
be treated as promoter for the subsidiaries or companies promoted by them or for the mutual fund
sponsored b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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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터 그룹은 프로모터와 그의 친척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모터가 법인인 경우 프
로모터의 지주회사, 자회사가 프로모터 그룹에 포함되며 프로모터가 자기자본(equity
share capital)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프로모터의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
식을 소유한 회사, 개인 혹은 법인이 단독으로 혹은 합하여 자본금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자본의 20%를 소유한 회사를 프로모터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모터가 개인일 경우에는 프로모터와 그의 가까운 친인척(예를 들어 배우자, 부
모, 형제, 자매 및 그들의 자녀들),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프로모터와 그의
친인척이 속해 있는 Hindu Undivided Family를 모두 프로모터 그룹에 속하는 사람
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합하여 자기자본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등을
프로모터 그룹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설명서에 프로모터 그룹으로 명기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프로모터 그룹에 해당한다.
<표 7> 프로모터 그룹 정의(SEBI regulations, 2009)
Regulation 2(1)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Issue of Capital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gulations, 2009
(zb) “promoter group” includes:
(i) the promoter;
(ii) an immediate relative of the promoter (i.e., any spouse of that person, or any parent, brother,
sister or child of the person or of the spouse); and
(iii) in case promoter is a body corporate:
(A) a subsidiary or holding company of such body corporate;
(B) any body corporate in which the promoter holds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or which holds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of the promoter;
(C) any body corporate in which a group of individuals or companies or combinations thereof which
hold twenty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in that body corporate also holds
twenty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of the issuer; and
(iv) in case the promoter is an individual:
(A) any body corporate in which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is held by the
promoter or an immediate relative of the promoter or a firm or Hindu Undivided Family in which
the promoter or any one or more of his immediate relative is a member;
(B) any body corporate in which a body corporate as provided in (A) above holds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C) any Hindu Undivided Family or firm in which the aggregate shareholding of the promoter and
his immediate relatives is equal to or more than ten per cent. of the total; and
(v) all persons whose shareholding is aggregated for the purpose of disclosing in the prospectus
under the heading "shareholding of the promot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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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scheduled bank,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and mutual fund
shall not be deemed to be promoter group merely by virtue of the fact that ten per cent. or more
of the equity share capital of the issuer is held by such person:
Provided further that such financial institution, scheduled bank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shall
be treated as promoter group for the subsidiaries or companies promoted by them or for the mutual
fund sponsored by them;

인도 회사법에서는 특수관계자 범주에 프로모터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도 회사법 및 상장규칙에서 프로모터와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살펴본 바
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프로모터가 포함된다. 회사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는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와 관련한
회사인지 여부이다. 또한 회사법 및 인도 상장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모터의 정의
를 살펴보면 프로모터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개념의 중심에 프로모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도의 특수관계자와 한국 사익편취 규제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한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특수관계인을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
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인관련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일
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함께 지배하는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임원 등
이 포함된다.
계열사의 범위, 즉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지분
율 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과 지배력 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
호)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분율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회
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계열사로 보고
있다. 이때 주식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지배력 기준은 동일인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회사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 인사교류, 업무집행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를 계열사로 보고 있다.
한편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2013년에 신설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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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제23조의2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그 범위를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좁게 명문화하
였다.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인은 사실상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자연인일 경우 소위 ‘재벌총수’로 일컬어지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특수관계인
은 총수와 그의 친족인 ‘총수일가’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익편취 규제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총수일가로 좁게 설정한 이유는
규제의 취지가 부당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총수일가로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었기 때문
이다. 더불어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로 한정하고, 해당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 규제의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와 모든 계열사 간의 거래, 총수일가가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 상
장사의 경우 30% 이상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모든 계열사 간 거래가 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의 프로모터와 프로모터 그룹은 한국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와 유사한 개념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특수관계자는 프로모터와 프로모터 그룹 외에도 회사의 이사
및 주요 경영진과 그들의 친척 그리고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포함한다.
또한, 인도의 친척의 범위가 한국의 친적 범위보다 넓다.

4.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인도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의는 회사법에 비해서 증권위원회의 상장규칙에서 그
규제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인도 상장규칙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해당 거
래에 가격이 부과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사와 그의 특수관계자 간의 모든 자
원, 용역 및 의무 이전을 의미하고 있다.
<표 8> 특수관계자 거래 정의(상장규칙)
regulation 23 of LODR,
related party transactions means “a transfer of resources, services or obligations between a listed
entity and a related party, regardless of whether a price is charged and a "transaction" with a related
party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a single transaction or a group of transactions in a contract.”

| 30

인도의 소수주주 동의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 in India)

반면 회사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통상적인 사업거래에 해당하거나, 비관
계자 거래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 거래 범주의 예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Ⅳ.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장치 : 소수주주 동의제도

1. 인도 회사법
2013년 개정된 회사법에 의해서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제가 회사법 제
188조를 통해서 명문화되었다. 회사법 제188조에 의하면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이사회 보고서에 담아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를 넘
는 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특수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승인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사법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중에 예외 사항을 넓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주나 이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래를 인정해주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불구
하고 통상적인 사업거래(ordinary course of business) 로 간주 될 수 있거나 독립적
인 당사자 간의 거래와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해
당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회사법의 시행령(Companies(meetings of Board and its Powers) Rules, 2014)
제15조 제3항에 의해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거래유
형에 따라서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일정 수준 이상 혹은 거래 금액의 일정 수준을 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거래, 자산거래, 리스거래의 경우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10억 루피 이상일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주주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에 임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의 보수가 월 25만 루피를 초과할 경우 주주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9년 11월에 당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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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특수관계자거래 주주 승인 기준
Natur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Sale, purchase or supply
of any goods or material
(directly or through an agent).

Earlier Threshold Limit*

Amended Threshold Limit*

Amounting to ten percent (10%) Amounting to ten percent (10%)
or more of turnover or Rs. 100 or more of the turnover of the
Crore, whichever is lower.
company.

Selling or otherwise
Amounting to ten percent (10%) Amounting to ten percent (10%)
disposing of, or buying,
or more of net worth or Rs. 100 or more of the turnover of the
property of any kind (directly or
Crore, whichever is lower.
company.
through an agent).
Leasing of property of
any kind.

Amounting to ten percent (10%)
or more of net worth or 10
Amounting to ten percent (10%)
percent (10%) or more of
or more of the turnover of the
turnover Rs. 100 Crore,
company.
whichever is lower.

Availing or rendering of any
Amounting to ten percent(10%)or Amounting to ten percent (10%)
services (directly or through an
more of turnover or Rs. 50
or more of the turnover of the
agent)
Crore, whichever is lower
company
*limits specified above shall apply for transaction or transactions to be entered into either individually
or taken together with the previous transactions during a financial year.
Appointment to any
office or place of profit in the
company, subsidiary company or
associate company

Remuneration exceeding
Rs. 2,50,000 per month

No Change

Underwriting the
subscription of any securities or
derivatives of the company

Remuneration exceeding
one percent (1%) of net worth

No Change

출처: Ashima Obhan. (2019). Related Party Transactions: How close is too close?, Mondaq, 2019.12.2.

2. 인도 증권위원회 규정
인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도 증권위원회의 규정(SEBI (Listing Obligation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LODR) Regulations, 2015)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
래 관련 소수주주 동의제도는 인도 증권위원회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0> 소수주주 동의제도
Regulation 23 (4) of the LODR주)
All materi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shall require approval of the shareholders through resolution
and the related parties shall abstain from voting on such resolutions whether the entity is a related
party to the particular transaction or not.
주) LODR(Listing Obligation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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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대상
주주투표의 대상은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material related party transations)’이
다.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란 상장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연도 동안 총 거래액이 회사
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총매출액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
자와의 모든 내부거래는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로 간주된다.

2) 투표 자격
투표자격은 모든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배주주와 대립되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거래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투표
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처음 규제가 시행되었던 2014년에는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 즉 소수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가 규칙 시행 이듬해
인 2015년에는 과반수의 승인을 얻으면 통과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6).
<표 11>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material RPT)의 정의
Clause49(VII) of the Listing Agreement7)
(C) The company shall formulate a policy on materiality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also on
dealing with Related Party Transactions.
Provided that a transaction with a related party shall be considered material if the transaction /
transactions to be entered into individually or taken together with previous transactions during a
financial year, exceeds ten percent of the annual consolidated turnover of the company as per the
las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3. 인도의 소수주주 동의제도 대상 기준 적용 예시
1) 인도의 소수주주 동의제도 대상 예시
인도는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별로 그와의 거래
총액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를 넘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거
래에 대해서 소수주주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총액
은 특수관계자와 하는 모든 거래의 합계를 의미한다. 즉 인도 회사법 제188조에서 나열

6) Li(2018)
7) 출처: Corporate Governance in listed entities - Amendments to Clause 49 of the Equity Listing
Agreement, SEBI circular, septembe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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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거래는 상품, 자원, 자산, 용역 등을 사고 파는 행위 혹은 리스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거래 상대방과 거래 유형을 거래
내용, 즉 상품 및 자원 거래인지, 자산 거래인지, 용역 거래인지, 증권 거래인지 등으로
나누고 상대방과 해당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든 거래액을 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적용하면 계열사와의 매출거래와 매입
거래를 합한 거래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2>의 예시를 통해서 소수주주 투표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국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가 보고되는 형식을 이
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표 12>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서 형식이다. 한국은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
조의11에 의해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
의 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 혹은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보고연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상으로 직전 사업연도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소속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얻은 매출액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2>의 예시는
보고연도 기준 소속회사가 A, B, C이고 직전 사업연도에는 D도 소속회사였다가 보고
연도에는 계열 제외된 경우이다.
<표 12>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
매입회사
매출회사

A

A(21%)

B

C

D

계열사 매출액
합계

전 연도
매출총액

10

20

30

60

100

50

70

160

500

90

180

3000

190

400

4500

B( 5%)

40

C(35%)
상장

10

80

계열사 매입액 합계

50

90

70

* D는 해당 연도 계열사 아님
* A, B는 비상장사, C는 상장사
* 계열사 옆 괄호 안 숫자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직접 지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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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속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에 계열사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거래 상대방별로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도 기준에 따라 주요 내부거래를 계산할 경우 D와의 거래
는 매출액만 계산되고 매입액은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국의 공시보고서에는 매출총
액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만 여기에서는 인도의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위해서 편의 상 전
연도 매출총액을 제시하였다.
<표 12>의 예시를 이용하여 인도의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계산해
보면 <표 13>과 같다. 먼저 거래 상대방별로 거래액을 합산한다. 이때 거래합계액이 전
연도 매출총액의 10%가 넘으면 모든 거래는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열사
B의 경우 계열사 A와의 거래는 거래액이 전 연도 매출총액의 10%를 넘지 못하였으므
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열사 C, D와의 거래는 전 연도 매출
총액의 10%를 넘게 되어 모든 거래가 소수주주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3> 인도와 한국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내부거래 비교

계열사

전 연도
매출총액

거래
상대방

(a)
A
(21%)

100

B
(5%)

500

C
(35%)
상장

3000

합계

3600

상품용역 상품용역
매출
매입

거래상대방 거래총액/
별
전 연도
거래총액
매출총액

인도
주요
특수
관계
자
거래
여부

한국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여부

(b)

(c)

(d=b+c)

(e=d/a)

B

10

40

50

50%

○

○

C

20

10

30

30%

○

○

D

30

N/A

30

30%

○

○

A

40

10

50

10%

X

○

C

50

80

130

26%

○

○

D

70

N/A

70

14%

○

X

A

10

20

30

3%

X

○

B

80

50

130

4.3%

X

○

D

90

N/A

90

3%

X

○

400

210

610

거래총액 합계

인도 기준의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

한국의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f)

(g)

(h)

110
(=50+30+30)

110
(=50+30+30)

110
(=50+30+30)

250
(=50+130+70)

200
(=130+30)

180
(=50+130)

250
(=30+130+90)

0

250
(=30+130+90)

610

310

540

* D는 해당 연도 계열사 아니며, 거래 시점의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을 알 수 없다고 가정
* A, B는 비상장사, C는 상장사
* 계열사 옆 괄호 안 숫자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직접 지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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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도 소수주주 동의제도에 따르면 계열사 C의 거래의 경우 계열사 A, B, D와
의 거래 모두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여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계열사 A와 계
열사 B의 경우 소수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열사는 주주의
판단을 거친 거래를 하게 된다.

2) 한국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비교
한편 한국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모든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 직접 지분을 소유한 계열
사를 지원객체로 하는 계열사 간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표 13>에서
A(비상장사,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 21%)와 C(상장사,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 35%)를 거
래 상대방으로 하는 계열사 간 거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때 계열사 D와
계열사 B사의 거래에 대한 판단은 거래 시점에 계열사 D의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라서
규제 대상 포섭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예시에서는 지분율 판단이 불가하므로 제외 한
다8).

Ⅴ. 소수주주 동의제도의 효과
인도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담은 Li(2018)의 연구는 인도의
소수주주 투표 제도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소수주주 투표제도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터널링이
란 지배주주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지배력을 남용하여 회사 자산을 이전시키는 행위
를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소수주주 투표를 거칠 경우, 지배주주가 제안한 특수관
계자 거래에 대한 소수주주의 반대표가 해당 안건을 가결시킬 수 있는 득표수에 가까울
수록 해당 거래가 무효화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내부거래를 통해 터
널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확률을 고
려하여 터널링의 수준을 조정하게 되므로 터널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8)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 동안 계열사 간 거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었던 계열사 D와 관련한
계열사 간 매출액 기록도 있어야 하지만, 현행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에서는 공시 시점에서 계열 제외 된 D에 대한
계열사 간 매출액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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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수주주 투표결과의 공개는 지배주주에게 평판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배
주주가 제안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주주 승인 과정에서 가결되지는 못하였더라도 소수
주주의 반대표는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해당 회사
의 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는 등의 비
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주의 강한 반대는 이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를 가져오는 등 지배주주의 터널링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소수주주 투표제도는 소수주주에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거
부권을 부여함과 더불어 투표 결과 공개는 지배주주에게 평판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터널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 투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점들이 있
다. 우선 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경영 효율성
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수주주들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소수주주의 반대
표가 실질적인 평판 비용을 발생할 수 있도록하는 법･ 시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도에서는 상장사의 경우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소수주주의 승인을 의무화
했고 Li(2018)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소수주주 투표제도로 인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
한 터널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한정하
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 사후적 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재벌들은 규제 대상에서
일단 벗어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
당 거래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해당 거래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인지, 아니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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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주식 발행과 취득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논단Ⅲ

김성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최근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한진칼(이하 “한진칼”이라
고만 한다.)은 대한항공 주식회사(이하 “대한항공”이라고만 한다.)가 아시아나항공 주식
회사(이하 “아시아나”라고만 한다.)를 인수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추진
한다고 발표하였다.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제
기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어떠한 주식 발행과 취득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건 거래의 검토

1. 본건 거래의 개요
(1) 한진칼은 2020. 11. 16. 이사회에서, 산은 및 조원태[한진칼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한진칼과 그 자회사
(한진칼과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약 31.1%를 보유하고 있다.)인 대한항공 등이
속한 기업집단인 한진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와
사이에서, 한진칼이 i) 산은과 인수대금 5천억원의 신주인수계약과 인수대금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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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ii) 이 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하며, iii)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iv) 대한항공으로 하여
금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1조 5천억원 상당 신주와 3천억원 상당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한 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진칼은 이 투자합의를 위반
하는 경우에 산은에 5천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
기 위하여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처분권한을 산은에 위
임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조원태도 그 소유의 한진칼 보통주
식 3,856,002주 및 우선주식 2,867주(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 발행주식
전부로, 보통주식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 6.52%에 상당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
로 하였으며, 한진칼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주권상장법인인 한진칼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2020. 12. 3. 산은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식 7,062,146주를 1주당 70,800원[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이라고만 한다.)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정
된 기준주가에 규정상 허용된 최대치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
다.]에 발행하고, 한진칼이 소유한 대한항공 보통주식 12,337,048주(이는 한진칼
이 소유한 동 주식 50,988,508주 전부의 약 24.2%에 해당한다.)로의 교환을 사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면총액 3천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총 8천억원을
조달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진칼 정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3호)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를 들고 있는데,
한진칼은 이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으로 “대한항공에게 8,000억원을 대여하는”
것을 들면서도 “금번 유상증자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은]으로부터 투자금
을 유치하여 당사 및 [대한항공]의 경영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
함임.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한 각종 거래(대한항공의 [아시아
나] 영구전환사채 인수 및 [아시아나]에 대한 출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속히
조달하고, 산업 재편 및 구조조정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당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통해, 당사와 협력하여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재편 및 구조조정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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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독하기 위하여 진행됨.”이라고 공시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일 현재 한진칼
발행 보통주식총수는 59,170,603주이므로, 산은은 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한진
칼 지분 약 10.7%를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된다.
(3) 한진칼은 2020. 11. 16. 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조달한 8천억원(이는 한진칼 자기
자본 978,678,445,605원의 약 81.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2020. 12. 3.
대한항공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것을 결의하였고, 대한항공은 2020. 11. 16.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이 자금(이는 대
한항공 자기자본 2,780,792,692,635원의 약 28.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한
진칼로부터 차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대여금의 만기는 6개월 후인 2021. 6.
3.이지만, 대한항공 유상증자시 한진칼이 납입할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하
였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진칼이 조기상
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4) 주권상장법인인 대한항공은 2020. 11. 16. 이사회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 및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2021. 3. 13.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
통주식 173,611,112주를 1주당 14,400원에 발행하여 2조 5천억원을 조달할 것
을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일 현재 대한항공 발행 보통주식총수는
174,209,713주이므로, 이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기존 보통주주의 지분은 약
50.1% 수준으로 희석된다. 한진칼은 2020. 11. 16.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기업
가치 제고 및 지배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815,972
주를 취득(신주인수대금은 대한항공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5) 주권상장법인인 아시아나는 2020. 11. 16.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대한항공에게 2021. 7. 1.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식 131,578,947
주를 1주당 11,400원(이 역시 증발공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에 10%의 할
인율을 적용한 것이다.)에 발행하고, 2020. 12. 29. 보통주식 21,978,021주로의
전환을 사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면총액 3천억원의 전환사채를 영구채로 발
행하여 1조 8천억원을 조달할 것을 결의하였고, 대한항공은 2020. 11. 16. 이사
회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 및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이 신주를 취득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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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시아나 정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0조 제2항 제7호)를
들고 있는데, 아시아나는 이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을 “회사의 차입금 상환 등 재
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라고 공시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일 현재 아시아나
발행 보통주식총수는 223,235,294주이지만, 이 신주발행 전에 주식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신주취득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지분 약 63.9%(전환권까지를 전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약 67.4%)를 보유하게 된
다.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2020년 3분기말
현재 자산은 26,019,271,517,773원, 2019년 매출액은 12,683,407,264,566원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702,536,018,616원)이며, 아시아나의
2020년 3분기말 현재 자산은 13,394,795,553,944원, 2019년 매출액은
6,965,788,766,759원(2020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009,798,544,755
원)이다. 한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20. 11. 17.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위 유상증자 및 교환사채 발행이 완료되었을 것이
거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었으며, 대한항공이 한진칼로부터 위 대여금을 지급받
는 날에 3천억원을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으로 산은에 개설된 아시아나 예
금계좌에 예치하기로 하였다.

2. 이 글에서의 논의
1) 두 가지 논점
본건 거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
려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진칼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인 산은에게
신주를 발행하였고,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에게 신주를 발행하려 하는데, 이처럼 기존 주
주의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을 배제하고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증자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둘째는,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아시아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그 지배주주로 되려 하는데, 이처럼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신주를 발행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취득하면 아시아나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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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변경되고 대한항공은 자산 및 매출액 기준으로 기존 영업의 절반을 넘는 규모의
영업을 취득하게 되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론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이사회 결의만
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주로 입법론 혹은 새로운 해
석론의 관점에서 본건 거래가 달리 규율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2) 부수적 의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진칼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론의 관점에서
도 그 적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자 한다.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한진칼 지분 19.55%를 보유한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
스 등은 202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신주발행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2020. 12. 1. 한진칼에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
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는 물론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신주배정이 위에서 언급한 정관상 제3자배정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우선, 본건에서는 산은만이 일방적으로 한진칼에 출자하였을 뿐, 반대로 한진
칼이 산은에 어떠한 출자를 한 것은 아닌데, 이를 가리켜 “자본제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제휴란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소정의 출자를 하는 것
을 요소로 한다고 이해되고 있는 듯하며, 그러한 이해가 “제휴”라는 개념에도 부합할
터이다. 어느 거래가 “제휴”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일단 양 당사자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편익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일방의 출자만이 있는 경우를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일방의 출자만으로 자본제휴가 성립한다면, 결국 모든 제3자
배정 증자는 자본제휴라는 것이 되고,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하여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은 단지 사업상 중요한 경우에는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는 동
어반복의 공허한 내용이 되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목적이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임의로 제3자배정 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결과로 되어버리
고 말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한편으로 위 정관 규정에서는 자본제휴 외에 생산제휴와
판매제휴를 위하여도 제3자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방의 출자가 있기만 하면 어차피
자본제휴에 해당한다면, 이 두 경우는 애당초 열거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생산 또는
판매에서의 제휴에 수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러
한 제휴에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굳이 둔다는 것은 무의
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는, 예컨대 생산제
휴란 제3자배정이 “생산” 측면에서의 제휴에 수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자본제휴
란 “자본” 측면에서의 제휴에 제3자배정이 수반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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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건에서 “제휴”의 요소로 주장된 것이라고는 산은이 “항공산업 전반의 재편 및
구조조정”을 한진칼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감독한다는 것뿐인 듯한데, 이러한 산업재편
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을, 설령 “제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자본” 측면에서의
제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진칼은 제3자배정 증자로 5천억원을 긴급히 조달하였는데, 이 자금을 그
러한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아시아나의 대한항공에 대
한 신주발행은 2021. 7. 1.로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수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증자는 2021. 3. 13.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 일자까지 조달하는 것은 주주배정 증자
에 의하더라도 시간상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의
이유로 주장된 것은 한진칼이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20. 12. 3. 대한항공에 8천억원을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진칼이 주주배
정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한다면 위 일자까지 이를 완료할 수 없으리라는 점이 부정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령 한진칼이 이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긴급히 조달하기 위하여 증자가 바람직하거나 불가피하였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증자를 할 필요부터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제3자배정 증자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차
례로 살피는 바와 같이, 그러한 필요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째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의 인수대금 3천억원을
2020. 12. 29.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가 위 일자까지 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 대
한항공이 제공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한진칼은 권면총액 3천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만큼, 대한항공에 이 인수대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서는 대한항공이 한진칼로부
터 대여받는 자금 중에서 3천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아시아나 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처럼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인수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보증금을 예치하
게 하는 특이한 실무 처리가 국내 기업인수 거래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므로, 이러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한 자금이 대한항공에 대여되어야 할 필요는 일단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행보증금은 대한항공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반환(실제로는 신주인수대금과 상계)되고, 대한항공은 이로써 한진칼에 대여금을 상환
(역시 실제로는 한진칼의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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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이를 대한항공에 대여하는 것은 일종의 가교대출(bridge loan) 성격을 가지
는 단기대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에의 충당을 위하여 반
영구적인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는 증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한 자금을 신주인수 방식이 아니라 사채인수나 대출 방식으로
제공하여 달라는 한진칼의 요청을 산은이 거절하여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증자가 불가
피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행보증금은 바로 산은에 개설된 계좌
에 예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신주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를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또한, 설령 그에 따라 대한한공이
한진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한진칼이 산은에 이 자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무엇보다, 한진칼은 그 소유의 대한항
공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산은에 발행하였는데, 이 자금도 충분히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 산은이 굳이 한진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출자의 방
식으로 이 자금을 제공한 이유로, 그리하여 달라는 한진칼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적
극적인 요청 외에, 달리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셋째로,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여하는 자금 중에서 나머지 2천억원은 긴급히 필요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아니하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그 용도를 “운영자금”이라 주장하는
듯하나,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진칼이 그 조
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Ⅲ. 주식 발행과 주주총회 결의

1. 개관
1) 논의의 배경
회사가 기발행주식 외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
한 변화(fundamental change)를 발생시킨다.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비
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개별 주주는 재무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s)으로 인하여 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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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의 가치가 희석되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그 공정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 등으로 이익 또는 자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인 자익권(自益權)의 가치
또한 희석된다. 나아가 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 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러한 희석을 방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게 된다. 이에 각국의 법제에서는 주주의 관여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은 신주발행 자체에 대한 것과 제3
자배정 방식 신주발행에 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물
론 법제마다 다르다.

2) 우리 법의 입장
현행 상법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은 정관
기재사항이다(제289조 제1항 제3호). 이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3조 제1항, 제434조). 그렇지
만 이러한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달리 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 결의만이 요구된다. 과
거에는 수권자본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배수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현재 그
러한 발행한도 제한은 없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신주발행이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위반한 것이라면, 주주가 법원에 사전적으로 그 유지(留止)를 청구하거나 발행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 자체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청구 등이 허용될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
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제418조 제1항),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동항 단서). 따라서 그러한
경우로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배
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는 그 유지를 청구하거나 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상법 제418조는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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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
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
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
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나아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른바
일반공모증자,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에 따른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다만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발공 규정상 소
정의 기준주가에 일정 범위 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제5-18조), 저가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자익권의 가치가 부당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2.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상 회사는 정관상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
행할 수 있으며(§ 1611)), 달리 발행한도 제한도 없다. 나아가, 우리와 달리, 주주의 신
주인수권은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정관에 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따름이다(§ 102(b)(3)2)). 이는 미국 모범회사법(Model
1) “The directors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if all of the shares of capital stock which
the corporation is authorized by it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to issue have not been issued,
subscribed for, or otherwise committed to be issued, issue or take subscriptions for additional shares
of its capital stock up to the amount authorized in it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 No stockholder shall have any preemptive right to subscribe to an additional issue of stock …
unless, and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right is expressly granted to such stockholder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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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6.30(a)3)).4) 그렇지만,
이처럼 일반적 입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는 반면에, 개별 사안에
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이해가 상충하는 주주 일반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
는 신주발행을 하는 데 대하여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금
지(injunction)나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한편으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주주총
회 결의가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New York Stock Exchange 규정인 NYSE Listed
Company Manual에서는 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312.03(c)6)),7)
Nasdaq과 American Stock Exchange도 이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8)

2) EU
EU 회사법 제2지침(Second Company Law Directive 2012/30/EU)에 따르면, 원
칙적으로 모든 증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Art. 29(1)9)). 다만 정관 규정이
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상 규정된 상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 내에서, 수권자
본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최장 5년의 기간(이는
주주총회 결의로 갱신될 수 있다.)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Art.
29(2)10)). 예컨대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에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최장
3)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do not have a preemptive right to acquire the corporation’s
unissued shares except to the exten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o provide.”
4) 다만 MBCA에서는 회사가 현금 또는 그 등가물 이외의 것을 대가로, 의결권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6.21(f)). 이는 합병이나 주식교환에서 20%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여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과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일 터이다.
5) John Armour, Luca Enriques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3d ed., 2017), p. 183.
6) “Shareholder approval is required prior to the issuance of common stock … in any transaction or
series of related transactions if:
(1) the common stock … will have upon issuance [] voting power equal to or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outstanding before the issuance of such stock … ; or
(2) the number of shares of common stock to be issued … will be upon issuance [] equal to or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number of shares of common stock outstanding before the issuance
of the common stock …”
7) 다만 일반공모증자나 발행가격을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한 이른바 “bona fide private financing”(증권사 총액인수
또는 각 인수자의 지분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지 아니
한다.
8) Nasdaq Listing Rule Sec. 5635; American Stock Exchange Company Guide §§ 712, 713.
9) “Any increase in capital must be decided upon by the general meeting. …”
10) “Nevertheless, the statutes or instrument of incorporation or the general meeting … may autho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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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기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총수를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2 이내로 제한
하고 있다(§ 202(3)).
한편으로 위 지침에 따르면, 증자시에는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
을 부여하여야 하며(Art. 33(1)11)),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정관 규정이 아니라 개별 증자
시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배제될 수 있다(Art. 33(4)12)). 즉 제3자배정 증자
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각 회원국법
에서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최장 5년의 기
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는 있는데(Art.
33(5)13)), 예컨대 독일 주식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신주를 시
가보다 현저히 낮지 아니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186(3)).14)

(3) 영국
위 EU 지침은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반영되어 있다. 즉 정관 규정
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진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S. 55115)), 그 경우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an increase in the subscribed capital up to a maximum amount which they shall fix with due regard
for any maximum amount provided for by law. Where appropriate, the increase in the subscribed
capital shall be decided on within the limits of the amount fixed by the company body empowered
to do so. The power of such body in this respect shall be for a maximum period of five years and
may be renewed one or more times by the general meeting, each time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11) “Whenever the capital is increased by consideration in cash, the shares must be offered on a
pre-emptive basis to shareholders in proportion to the capital represented by their shares.”
12) “The right of pre-emption may not be restricted or withdrawn by the statutes or instrument of
incorporation. This may, however, be done by decision of the general meeting. The administrative
or management body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to such a meeting a written report indicating the
reasons for restriction or withdrawal of the right of pre- emption, and justifying the proposed issue
price. The general meeting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a quorum and a majority laid
down in Article 44. …” Art. 44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2/3 이상의 찬성이다.
13) “The laws of a Member State may provide that the statutes, the instrument of incorporation or the
general meeting,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a quorum, a majority and publication set
out in paragraph 4, may give the power to restrict or withdraw the right of pre-emption to the
company body which is empowered to decide on an increase in subscribed capital within the limit
of the authorised capital. That power may not be granted for a longer period than the power for
which provision is made in Article 29(2).”
14) 독일 실무상으로는 신주인수권 포기가 흔하다고 한다. John Armour, Luca Enriques et al., op. cit., p. 182.
15) “(1) The directors of a company may exercise a power of the company—
(a) to allot shares in the company …,
if they are authorised to do so by the company's articles or by resolution of th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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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S. 57016)). 이
와 관련하여, 영국 기관투자자들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배제할 수 있는 신주인
수권의 범위에 관한 자율규제를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발
행주식총수 기준 매년 5% 또는 3년간 7.5% 상당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7)

3. 시사점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희석을 가급적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주주총회 결
의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입장을 관철하고 있는 법제는 없다. 주주배정 증자에는 상대적
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자금 조달이 긴요한 경우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
이 있으며, 경영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8)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라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의미 있는 제한으로 작용
할 수 없는 목적상의 제한을 설정한 것 외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배정 증자를
전혀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핀 주요국의 규제
동향에 맞추어, 우리도 적어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회 결의만으
(3) Authorisation must—
(a) state the maximum amount of shares that may be allotted under it, and
(b) specify the date on which it will expire, which must be not more than five years from—
(i) in the case of authorisation contained in the company's articles at the time of its original
incorporation, the date of that incorporation;
(ii) in any other case, the date on which the resolution is passed by virtue of which the
authorisation is given.
(4) Authorisation may—
(a) be renewed or further renewed by resolution of the company for a further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
16) “(1) Where the directors of a company are generally authoris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551
(power of directors to allot shares etc: authorisation by company), they may be given power by the
articles, or by a special resolution of the company, to allot equity securities pursuant to that
authorisation as if section 561 (existing shareholders' right of pre-emption)—
(a) did not apply to the allotment … .
(3) The power conferred by this section ceases to have effect when the authorisation to which it
relates— …
(b) would (if not renewed) expire. …”
17) Pre-Emption Group, “Disapplying Pre-Emption Rights: A Statement of Principles” (2015).
18) John Armour, Luca Enriques et al., op. cit., pp. 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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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신주의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리
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본건 거래에
서 아시아나의 대한항공에 대한 신주 발행과 같이 지배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증자에
대하여서까지 소수주주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주식 취득과 주주총회 결의

1. 개관
1) 논의의 배경
어느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영업(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
하는 거래의 방식은 흔히 합병(statutory merger), 자산거래(asset deal) 및 주식거래
(share deal)로 대별된다. 합병은 회사법이라는 조직법(단체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
되는 것임에 반하여, 자산거래와 주식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거래의 목적인 영업이 흔히 영업양도와 같은 자산거래에서는 인수회사의 법인
격 안으로 새로 편입됨에 반하여, 지배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와 같은 주식거래에서는
대상회사의 법인격 안에 그대로 유보된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인수회사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
서 이들 거래는 공통된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각국의 법제가 일치하지만, 자산거래나 주식거래의 경우
에도 이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주로 검토하고자 하는 주식거래, 즉 지배권을 수반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취
득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의 목적인 대상회사 영업이, 예컨대 전형적인 영업양도에서처
럼 인수회사 영업과 더불어 단일한 법인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떨
어져 복수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자산분리(asset partitioning)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
목하여, 인수회사 주주에게 부여되어야 할 보호의 수준이 자산거래의 경우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19) 그러나 자산분리에 따른 유한책임(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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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에 의하여 대상회사 영업의 위험에의 노출이 제한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인수
회사의 목적사업 구성에 관한 투자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주식거래가 그 주주에게 가지
는 중요성이 자산거래의 경우보다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우리 법의 입장
현행 상법상 주식거래의 경우에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
며, 따라서 이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그렇지만 현행 상법에서
는 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74조 제1
항 제3호),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으로부터 주식거래의 경우에도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영업을 양수할 때만이 아니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항 제1
호).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회사가 … 매도한 주식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극히 일부(651,586주 중 50,700주)에 해당하여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지배구조가
변경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상법상 영업양도의 규제를 받아야 할 정도의 ‘영업용 재산
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를 요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따라서, 이 판시를
반대해석하면, B회사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처분함으
로써 “B회사에 대한 지배구조가 변경될 정도에 이르”는, 즉 B회사에 대한 지배를 상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 처분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영업양도에 해
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
내 쇼핑몰 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
고, 이러한 피고의 주식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를 행사함에 있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의 약 42.9%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에 양도하는 것은 회사 영
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판시한 것도 있다(서
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7나35437 판결). 이처럼 어느 회사가 그 소유의 다른
19) 예컨대,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상사법연구 34(3): 67 (2015),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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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주주총
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DGCL이나 MBCA에서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총
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수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
식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와 같이 대상회사 발행주식
을 취득하는 대가로 인수회사 발행주식을 교부하는, 즉 양 주식을 교환하는 이른바
“stock-for-stock”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인수회사가 대상
회사 발행주식 소유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수회사가 상장회사라면 거래소 관련 규정상 그러한 신주발행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
요할 수는 있다.20) 한편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식거래의 경우에, 대상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enhanced scrutiny”를 적용하는 것
과는 달리, 인수회사 이사에게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만큼, 인수회사 주주가 주식거래 금지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21) 그렇지만 인수회사 이사의 이해상충을 이유로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들도 있다.22)

2) EU
EU 차원에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
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Regulation)은 없다. 따라서 이는 각 회원국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예컨대

독일법상으로는

아직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한다.23)

20) 한편으로 MBCA상으로도 stock-for-stock의 경우에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 위 주
4 참조.
21) 예컨대, In re Dow Chemical Company Deriv. Litig., 2010 WL 66769 (Del. Ch.).
22) In re Oracle Corporation, 2018 WL 1381331 (Del. Ch.); In re Tesla Motors, Inc., 2018 WL 1560293
(Del. Ch.).
23) 정준혁, “M&A에서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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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 회사법상으로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
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상장규정(Listing

Rules)에

따르면,

1종거래(class

1

transaction)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LR 10.5.1R24)), 주식거래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i) 인수회사 총자산(gross assets) 대비 대상회사 총자
산, (ii) 인수회사 이익(profits) 대비 대상회사 이익, (iii) 인수회사 보통주식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가(consideration) 또는 (iv) 인수회사 총자본(gross capital) 대비 대상회
사 총자본의 비율이 25% 이상이면 1종거래에 해당되며(LR 10 Annex 1), 이 경우에는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된다.

3. 시사점
기본적으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영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인수회사
주주에게 보장되는 관여의 정도가 거래 방식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규제차익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영업양도와 같은 자산거래와
는 달리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불문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전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우리의 통설적 견해를 그대로 수긍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일단 해석론
차원에서, 지배주식 양도를 일정한 경우에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를 열어
둔 판례의 취지를 확장하여,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
와 마찬가지로 지배주식 취득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된다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예컨대 영국에서와 같이, 적어
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주식거
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리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본건 거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신
주 취득과 같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옴이 명백한 거래에 대하여서까지 소수
주주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4) “A listed company must, in relation to a class 1 transaction: …
(2) send an explanatory circular to its shareholders and obtain their prior approval in a general
meeting for the trans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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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3자배정 증자나 대상회사 지배주식 취득과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거래에서 경영진에 대한 관계에서의 주주 일반 혹은 지배주주에 대한 관계
에서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주주 일반이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는 방안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주주의 직접적 관여를 촉진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예컨
대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안을 입법적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신인의무 내
지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아마도 대단히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원과 변
호사 집단의 존재라는 기반이 갖춰진 토양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일 터이다. 또한 미
국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주총회 결의를 중시하는 것
이 최근의 흐름이다.25)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 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주식 발행과 취득 거래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이
나아갈 길일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인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
정에 목소리(voice)를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규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25) 예컨대, Corwin v. KKR Financial Holdings LLC, 125 A.3d 304 (Del. 2015).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행동주
의 펀드를 필두로 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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