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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이
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은 없어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2008년 법무부 산하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구성을 시작으로 적대
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여부, 도입할 방어수단의 종류, 방어수단의 절
차 및 남용 방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주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
권 제도도입에 관한 것이 논의의 핵심 내용이었음.
- 이에 법무부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입법안을 마련한 바
있고,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에 관해서는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
3. 2. 상법개정안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였으나, 과도한 경영권 방어제도
라는 비판으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음.
- 이후 20대 국회에서 정갑윤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신주인수선택권과 차
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위원회 심사단
계에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는 적대적 M&A 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서의 의미 외에 다른 기능들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가령 미국에서 포이즌 필은 경영권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사의 과
세자산이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함.
-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이나 폐쇄회사 등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의 안정
및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 실리콘벨리에 있는 IT 기업 등에서 많이 활
용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에도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
이 요구됨.
- 가령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주로 상장회사에
서 해당 제도들이 채택되었을 경우인데, 외국의 실례를 보면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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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비상장회사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
사가 IPO를 할 때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적대적 M&A 시의 방어수단으로
서만 보아, 그 도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임.
- 각 단계에서 차등의결권 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제도 도입 여부 및 설계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가 최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운용 사례와 현황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의 쟁점은 무
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임.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하여 각국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하고, 이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지
금까지 국내에서 제안된 해당 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 소개 및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운용 현황과
사례, 이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 등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 및 정책 논
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상법 개정안 마련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각국의 해당 제도 운용에 관한 전반적
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견해
제시 또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용 사례와 현황,
최근 논의의 쟁점들을 소개하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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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새로운 주제
는 아님.
- 본 연구는 현재도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
하고, 이미 알려진 기존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최근 2-3년 사이의 국내
외 문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함.
□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는 각 제도의 특성이 다르고 실제 활용되
는 모습과 논의의 양상도 상이하기 때문에 각 제도를 별개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함.
○ 각각의 제도에 관한 개념과 그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각 제도 전반에 관한
소개를 한 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입법례를 개관하
고, 해당 국가에서의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 및 사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의 최근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함.
동시에 국내에서의 상법 개정 논의사항 등도 되짚어 봄.
- 입법례 확인을 위해서는 각국의 회사법, 거래소 규정, EU 지침 등을 광
범위하게 조사함.
- 제도 운용 현황 및 사례, 최근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 정관, SEC EDGAR 시스템,
ISS, CII 등에서 게시한 자료, 학술 문헌, 인터넷상의 각종 자료 등에 대
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
- 상법 개정 논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 회의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
템, 각종 학술 문헌 등을 참조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가 운용되
고 논의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 논의와 실제의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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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주인수선택권

제1절 서
Ⅰ.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의의
□ 신주인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시
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하는 것
을 말함.1)
○ 미국에서는 poison pill, shareholder rights plan2)이라고도 지칭됨.
○ 포이즌필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warrant)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임.3)
○ 미국의 연방법이나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 포이즌필의 발행을 명시적
으로 허용하거나 그 발행의 기준을 정한 법률조항은 없고, 이사회 재량으
로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만 있음, 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포이즌필임.4)
○ 포이즌필의 발상지인 미국의 포이즌필은 ‘이사회’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
지는 형태인 반면, 일본과 프랑스 등 미국 외의 국가의 법에서 명문규정으
로 또는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포이즌필은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야 하는 형태임.
○ 미국식 포이즌필은 주식과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음(수반성).5)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5판), 박영사 (2017), 461; 상법개정안에서는 ‘포이즌필’이라는 용어 대신 ‘신주인수선
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신주인수선택권이 미국의 포
이즌필의 정의, 종류, 이용목적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
의 법제가 포이즌필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미국식의 포이즌필인지 아닌지에 따
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논의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미국
과 유럽의 논의에서는 ‘포이즌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일본은 회사법에 ‘신주인수예약권’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논의에서는 ‘포이즌필’이라는 용어 대신 ‘신주인수예약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함.
2) 김건식 외 2인 공저,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718.
3) 김건식 외 2인 공저, 위의 책, 718.
4) 박준/송옥렬/최문희/김건식, “포이즌필 가이드라인”,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2), 17.
5) 포이즌필은 일단 행사조건(triggering event)이 충족되면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함. 이 때문에 대상회사
주주들이 모두 인수에 찬성하더라도 인수시도자는 유통되는 포이즌필이 행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음, 이러한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상회사 경영진과 협상하여(우호적 기업인수) 회사가 포이즌필을 매입
하는 방법이 유일함. 포이즌필을 발행한 회사는 포이즌필을 명목적인 금액, 예를 들어 권리당 1센트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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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 방어에 유용하게 사용됨, 적대적 매수자가 회사의
경영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주주가 이를 행사하여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이 사전에 주주에 분배된 경우, 특정 주주(매수회사)가 일
정한 행사요건(“trigger event”, 예컨대 주식 20% 취득)을 충족하면, 나머
지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
를 취득하지만 당해 주주(매수회사)는 신주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지분
이 의결권과 경제적 측면에서 희석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6)
○ 즉,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자의 ① 지분 희석, ② 의결권 희석의
효과가 발생함.
○ 요컨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매수회사의 비용을 증가
시켜 경영권을 인수하기 어렵게 하는 메커니즘임.
○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적대적 인수시도자가 지분비율과 투자가치가 희
석되는 손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권 방어가 허용될 수 있
는 논거는 사전에 적대적 인수시도자에게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알렸기
때문임.7)
□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추가적 비용지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적대적 M&A 시도가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아도 대상회사의 이사진에게 인수자와의 협상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에 비해 효율적임.8)
□ 이처럼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방어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되
었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사의 과세자산이나 거
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함.
□ 우리나라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는가? 우리 상법
은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상법 제418조 제2항),9) 전환사채의 발
행(상법 제513조 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가격에 언제라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박준/송옥렬/최문희/김건식, “포이즌필 가이드
라인”,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2), 18).
6) 김건식 외 2인 공저, 앞의 책, 718.
7) 박준/송옥렬/최문희, “신주인수선택권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1), 514.
8) Patricia A. Vlahakis, Takeover Law and Practice 2005, PLI Corp. Law & 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6063 (2005), 1328-1329.
9)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동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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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규정들을 이용해서 이른바 ‘미국식의 포이즌필’
을 발행할 수 있는가?
○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음.10)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관
에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가 다투어질 수 있고, 제3자배정이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
로지 지배주주의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
429조에 의해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음.11)
○ 201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 신설을 위해 주주총
회소지통지를 했고 그 회사의 주주가 동 정관병경안의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 정관변경안은 상법 제340조의2와
제4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정한 주주의 신주인
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안상정금지가처분을 내렸음12)
○ 2010년 3월 코스닥 상장회사 큐로컴은 정기주주총회의 정관변경안건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조항을 신설하였음. 당시 우리나라 상법상 신주인수선택
권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규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
해서 의문이 있었으나, 정관 부칙 제1조에서 “위 신주인수선택권 신설규
정은 상법개정(안)의 효력발생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
정을 두어 이러한 쟁점을 피해갔음. 당해 정관에서 말하는 상법개정안은
2010년 3월 국무회를 통과하였던 상법개정안(의안번호 7842)이었는데,
이후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상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큐로컴
(주)의 위 신설정관조항도 발효되지 못하였음.
○ 요컨대, 현행 상법상 미국식의 포이즌필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함.13)

Ⅱ.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관련 상법개정안

10) 이철송, 앞의 책, 884.
11) 이철송, 위의 책, 46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에서는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현경영자
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배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12)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 3. 25. 자 2010카합50 결정.
13) 김택주, “포이즌 필의 이용방안과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0권 제3호(200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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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상법개정안14)

□ 2009년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였던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2010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처리가 무
산되어 상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 이 상법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
제안이유

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
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
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신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
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주주의 1인 또는 여럿이 회사
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①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
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거나 ③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

주요내용

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④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에 관하여 다른 주주
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회사가 정관으로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4)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회에서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
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행
사가액, 행사기간, 행사조건,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
나.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330조, 안 제432조의2제4항 및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42, 제1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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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신설)
회사가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
거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회사가 신
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각각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및 무상소각(안 제432조의5 신설)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신주인수선택권
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
전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안 제432조의6 신설)
1)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
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그 행
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
2)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7 신설)
1)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수선택
권의 범위, 상환의 효력발생일,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ㆍ금전 등 재산
의 구체적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
위 등을 정하도록 함.
2)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도록 함.
바.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432조의8 및 제432조의9 신
설)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留止)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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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당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은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
게 엮여 있어 적대적 M&A를 당할 위험이 크지 않고, 현존하는 제도만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충분하며, 위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이 실질적으
로 차단된 상태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것이어서 적대적 기업인수의 가능
성을 완전히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15)
□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을 이미 법제
화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도록 우
리나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즉 신주인수선택권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
책적 견지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16)

2. 19대 국회 제출 상법개정안

□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2015년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정
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개정안을 삭제하였
음.17)
□ 2015년 8월 4일 제출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의 2009년 법안과 거의 동일함.18) 다만 이 법안에서는 한국형 포
이즌필 외에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사안을 계기로 2009년 법안
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동 법안이 다시 나오게 되었음.19) 이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3. 제20대 국회 제출 상법개정안

15) 김우찬, “독약증권(poison pill): 우리나라에선 진짜 독”, 경제개혁리포트(2008-6호), 15; 이승희/이은정, “위
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ERR 이슈&분석(2009-8호), 17.
16) 송종준,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와 입법과제-2010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일본에 있어서
포이즌필의 실무와 시사점 세미나 자료 (2010. 7. 9), 한일산업금융법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4.
17) 정부입법계획에는 본래 신주인수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그 내용이 사라지고, 최
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도 빠져있다.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309, 제19대 국회).
19) 김정호,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2016),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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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5일 제출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에서 살펴본 2015년 개정안과 거의 동일함. 이 개정안에서는 경영권 경쟁제
도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
(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안 제432조의2 신설).20) 이 개정안은 2018. 1. 12. 현재 국회에 상정되
어 있음.
□ 2017년 11월 1일에 제출된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21) 이 개정안은 2017. 11. 20. 국회 법
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됨.
□ 위 두 개정안은 세부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유사함.

정갑윤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
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경영권 공격
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
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음.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이로 인해 경제계의 경영권 경쟁
수단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중
견, 중소,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내
제안
이유

부지분율이 높아 경영권 방어에 문
제가 없다던 국내 대기업도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받고 있
으며,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 불필
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되
는 등 경영권 경쟁제도의 불균형으
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수단을 도입
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 「상법」
에도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

신주인수선택권

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 등에 사
용되는 회사의 재원을 설비투자 및 기술개
발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방어
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하고 있음.
이미 선진국들은 적대적 M&A의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598, 제20대 국회).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977, 제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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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등의결권 주
식, 포이즌 필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법적, 제
도적 방어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
아 상장회사들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변칙적 순환출자 등을 이
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단들은 법적,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입비용에 비해 방어의 효율이 낮
음으로써

기업역량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
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
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
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
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
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
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
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
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신주인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
주 요

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2

내용

및 제432조의3 신설).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
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배제하거
나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

나. 회사가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
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
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
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회사가 신주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
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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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그 대가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의 발행가액을 각각 주식의 권면액
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

나.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
330조, 안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
설)

도록 하여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신

외를 추가함(안 제330조, 제432조

주발행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

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 신주인수선

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
하여 양도할 수 없고, 주식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택권을 신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
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

하고,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

정(안 제432조의4)

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
1)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

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

소각할 수 있도록 함.

액에 미달할 수 없음. 다만, 주주총회 특별
라.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
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2)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

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32조

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의6 신설).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안 제432조의

마.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

5)

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
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
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
수선택권의 범위 등 재산의 구체적
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
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
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안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432조의7

제432조의6)

신설).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
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위의 유지(留止) 또는 그로 인한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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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사.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안 제432조의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

8)

도록 함(안 제432조의8 신설).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

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

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
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아.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

함(안 제432조의9 신설).

432조의9 및 제432조의10)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
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
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
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음.

Ⅲ. 해외의 실증연구 동향
□ 미국에서는 포이즌필의 적법성 및 허용여부에 대한 법적인 연구 뿐 아니라
포이즌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재무경제학적 연구도 진행되어 왔음.
○ 재무경제학에서는 주로 넓은 범위의 다수의 경영권방어수단을 가지고
G-index 나 E-index 등 지수를 구축하여 경영권방어수단의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의 경
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먼저, 포이즌필이 실효성이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인지와 효율적 경영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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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단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① 포이즌필은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
어수단이라는 연구22), ② 포이즌필은 가장 논란이 되고 그 효율성이 의심되
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연구23), ③ 포이즌필은 인수희망자가 더 높은 매
수가격을 제시하도록 만들지만 인수합병 성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연구24)로 나뉘어 있음.
□ 포이즌필이 주주의 부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①
포이즌필은 외부 인수 (outside takeover)의 위협으로부터 경영자를 보호하
기 때문에 기업성과와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연구(주로 초기의 연구들임),25)
② 포이즌필은 주주의 부를 증진시키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이를
주주이해가설(Shareholder's interest hypothesis)이라고 지칭함), ③ 포이
즌필은 주주의 승인 없이 경영자가 언제든지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경영자가 포이즌필을 채택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연구,26)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뉨, 그 외에도 ④ 포이즌필의 경제
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최근의 연구,27) ⑤ 포이즌필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
는 이사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사외이사의 존재’는 신주인수권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킨다는 연구28)도 나와 있음.
○ 위 연구 중 ①은 사건연구방법론에 의거한 연구임. 기업이 포이즌필을 채
택하면 그 기업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
22) Jordan M. Barry/John William Hatfield, “Pills and Partisans: Understanding Takeover defenses”,
160(3) Penn. L. Rev. 633, 633-713 (2012); Paul Mallette/Karen L. Fowler, “Effects of Board
Composition and Stock Ownership on the Adoption of "Poison Pill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5, no. 5, 1010-1035 (1992).
23) Lucian Bebchuk/Allen Ferrell, “A New Approach to Takeover Law and Regulatory Competition”,
Virginia Law Review vol.87, pp.111-164 (2001); Jonathan Macey, “Displacing Delaware: Can the
Feds Do a Better Job than the States in Regulating Takeovers?”, 57(3) Business Lawyer 1025,
1025-1046 (2002).
24) Randall A. Heron/Erik Lie, “The Effect of Poison Pill Adoptions and Court Rulings on Firm
Entrenchmen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5, 286–296 (2015).
25) Paul Malatesta/Ralph A. Walkling, “Poison pill securities: Stockholder wealth, profitability,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0, issu. 1-2, 347-376 (1988); Michael
Ryngaert, “The effect of poison pill securities on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0, issu. 1-2, 377-417 (1988).
26) Robert Daines, “Does Delaware law improve firm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62,
525–558 (2001).
27) William J. Carney/Leonard A. Silverstein, “The Illusory Protections of the Poison Pill”, 79 Notre
Dame L. Rev. 179, 181, 207 (2003); Emiliano M. Catan/Marcel Kahan, “The Law and Finance of
Antitakeover Statutes”, 68 Stan. L. Rev. 629, 629-631 (2016).
28) J. A. Brickley et al., “Outside directors and the adoption of poison pill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5, issu.3 (1994)
Victoria B. McWilliams/Nilanjan Sen, “Board Monitoring and Antitakeover Amendment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32, issu.4, 491-50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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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함. 이는 포이즌필이 주주의 부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달리 연구 ②의 연구자 가운데 Comment and Schwert (1995)는 적대적
인수과정에서 이사회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오고, 이사회가 인수 시도자로부터 더 큰 프리미엄을 얻어내도록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들은 포이즌필의 경제적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는 사건연구방법론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내생성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내생성문제란 포이즌필 채택과 기업성과 하락 간의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의미함.
○ 위 연구 중 ② 주주이해가설에 입각한 연구로는, (ⅰ) 신주인수권은 기업
경영의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안정성을 증진시킨다는 연구,29) (ⅱ) 신주
인수권은 경영자와 주주 간 효율적인 장기보상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돕는다는 연구,30) (ⅲ) 투자자들이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일시적
으로 낮은 이익은 기업 주식이 저평가되게 만들고, 저평가된 기업은 적대
적 인수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단기적인 시각 (myopia)을
갖게 되어 투자의사 결정이 단기이익이 치중할 우려가 있는데, 신주인수권
은 경영자가 단기 이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희생시키
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31) (ⅳ) 적대적 인수과정에서 이사회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사회가 인수 시도자로
부터 더 큰 프리미엄을 얻어내도록 한다는 연구,32) (ⅴ) 기업 소유권이 분
산되어 있는 경우 많은 수의 개인주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주주들은
인수시도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사회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연구33)가 있음.
○ 위 연구 중 ③의 견해는 포이즌필이 법제화되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29) Martin Lipton/Steven A. Rosenblum, "A New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The Quinquennial
Election of Directors", 58(1) U. Chi. L. Rev. 187. 253 (1991); Scott Linn/John J. McConnell,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antitakeover’ amendments on common stock pric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1, issu. 1-4, 361-399 (1983).
30) Charles R. Knoeber, “Golden Parachutes, Shark Repellents, and Hostile Tender Off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1. 155-167 (1986).
31) Jeremy C. Stein, “Takeover threats and managerial myop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1),
61-80 (1988); Chemmanur et. al., “Management Quality and Anti-Takeover Provision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54, no. 3, 651-692 (2011).
32) Randall A. Heron/Erik Lie, “The Effect of Poison Pill Adoptions and Court Rulings on Firm
Entrenchmen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5, 286–296 (2015); R. Comment/G. W. Schwert,
“Poison or placebo? Evidence on the deterrence and wealth effects of modern antitakeover
measur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39, issu.1, 3-43 (1995); Thomas Bates/David Becher,
“Bid Resistance by Takeover Targets: Managerial Bargaining or Bad Faith?”, Finance Meeting
EUROFIDAI-AFFI Paper (Paris December 2012).
33) J. S. Strong/J. R. Meyers, “An Analysis of Shareholder Rights Plan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 11, 73-8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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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당한 연구이고, 아직 법에 의해 포이즌필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
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연구임.
□ 포이즌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포이즌필이 ‘기업가
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던 것과 달리, 신주인수권이 ‘기업의 영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주인수권이 기업 가치와 성과를 감소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에 대해 반박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신주인수권 채택 이후 5년 동안, 기업의 영업성과
는 개선되었으며 이 관계는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이나 신주인수권 채택 연
도 및 기술개발투자집약도와 무관하게 존재하였고, 또한, 신주인수권 채택
시 주가 반응과 신주인수권 채택 후 기업 영업성과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
립하였음.34)
□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포이즌필에 관한 재무경제학적 연구결과는 통일되
어 있지 않음. 이는 포이즌필의 적법성 판단 및 법에 의한 포이즌필 허용여
부를 둘러싼 논의는 다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이러한
논란이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운용사례와 입법례

Ⅰ. 미국
1. 개관

□ 미국은 포이즌필의 발상지로서, 적대적 경영권방어의 맥락에서 포이즌필이
고안된 이후, 그 적법성이 각 주 법원에서 꾸준히 판시되어 왔고, 델라웨어
주 법원을 중심으로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며, 실무상 경영권 방어권 수단으
로서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 주 법원에서 포이즌필의 적법
성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연방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반박견해도 발표되는 등, 동 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동 제도
에 대한 일률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미국식의 포이즌필(이사회에게 광범위
한 재량을 부여함)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시되
었고, 일본에서는 신회사법에 규정된 신주예약권을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34) Jonathan M. Karpoff/Morris G. Danielson, “Do Pills Poison Operating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12, 536-55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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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로 이용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회
사법 개정으로 포이즌필(주주승인형)을 입법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동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는 흥미로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 미국에서 포이즌필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고안되었으나, 최근에는 경
영권 방어수단 이외의 수단으로서 포이즌필이 이용되고 있기도 함. 포이즌
필을 국내법에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경영권 방어 이외의 목
적으로 이용되는 포이즌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미국
의 사례와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임.
□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필도 최근에는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례도 살펴볼 필요
가 있음.
□ 이처럼 오랜 기간 동 제도를 운용해 온 미국의 판결례와 학계논의를 검토하
여, 제도 운용상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봄으로서, 국내의 법적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2. Poison Pill의 의의

□ 미국에서 말하는 포이즌필이란 현재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dividends로서
발행되고 그 주식과 일체로 거래되는 워런트(warrant) 또는 권리(rights)로
정의됨.35)
○ 워런트는 일반적인 용례에 의하면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함.36)
□ 미국식 포이즌필은 ‘이사회’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점에서,37)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일본과 프랑스식 포이즌필과 구별됨.
□ 미국에서도 포이즌필이 적법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통일
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35)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7.
36) 김건식,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고”, 법학 (제4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5),
241면
37)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포이즌필은 채택 및 행사 등에 관한 이사회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MBCA §6.24는 “회사는 주식매수를 위한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사
회에 그 발행에 대한 권리가 귀속됨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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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포이즌필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포이즌필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에게 적대적 인수제안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시간
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적․전략적 수단이며, 모든 주주에게 지배
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지배권을 변경시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는 근거를 제시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포이즌필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 경영권참호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니라 이사회에
회사매각여부 및 매각조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것이
며, 만약 시차임기제(classified board)와 결합된다면 적대적 기업인수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함.38)

3. Poison Pill의 유형

□ 전환권 우선주식배당 플랜(conversion preferred stock divided plan)
○ 1982년에 Lipton 변호사가 설계한 미국 최초의 포이즌필.
○ 제1세대 포이즌필.39)
○ 대상회사가 아니라 매수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인데, 주로 강압적인(coercive) 2단
계 공개매수(two-tiered tender offer)를 억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
음.40)
○ 축출합병 등의 2단계 거래가 행해질 경우 대상회사의 우선주식의 주주에
게 권리로서 매수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식이 배당되
는 것임. 그리고 대상회사의 우선주식 1주의 보유자는 매수회사의 우선주
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매수회사의 보통주식 40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음. 이에 따라 매수회사가 2단계의 축출합병 등을 강
행하면 매수회사의 기존주식의 가치는 희석화되는 결과가 발생함.41)
○ 그러나 이 전환권 우선주식배당 플랜은 부분적 공개매수나 2단계 공개매
수에 의하지 않고 우선주식을 포함한 대상회사의 주식전부의 매수를 시도
38) Jay Bothwick et al., "2017 M&A Report",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11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6/01/2017-ma-report/).
39) Peter V. Letsou, “Are Dead Hand(and No hand) Poison Pills Rreally Dead?”, 68 Y. CIN. L. REV.
1101, 1104-1105 (2000).
40) 김재형/최장현, “미국의 poision pill에 관한 동향”,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6), 125.
41) 김재형/최장현, 위의 논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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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수자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몇 가지 결함 때
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채택되지 못하였음.42)
□ 플립오버 포이즌필(flip-over pill)과 플립인 포이즌필(flip-in pill)
○ 미국 포이즌필의 초기 형태이자 전형적인 포이즌필로, flip-over형태와
flip-in형태가 있음.
○ 플립오버 형태의 포이즌필(flip-over pill)이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자가
대상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가
“인수시도자”의 보통주를 미리 정해진 가격(주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1983년 최초로 Lenox사에 의해 채택된 포이즌필의 특징
임. 이를 흔히 제1세대 포이즌필이라고도 함. 미국법원에 의해 최초로 포
이즌필의 적법성이 인정된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사건43)에
서 문제된 포이즌필의 형태임.
○ 플립인 형태의 포이즌필(flip-in pill)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회사 주주가 “대상회
사”, 즉 포이즌필 발행회사의 보통주를 미리 정해진 가격(주로 할인된 가
격)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플립오버 포이즌필은 인수시도자가 대상회
사를 완전히 합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인수시도자가
단순히 지배에 충분한 지분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플립인
포이즌필이 개발되었음. 제2세대 포이즌필이라고도 지칭됨.
□ 경영진은 이러한 초기형태의 포이즌필보다 완벽한 경영권방어수단을 필요로
하였음.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 백엔드 필(back-end pill), 데드핸드 필
(dead hand pill), 노핸드 필(no hand pill) 등이 등장하였음.
○ 백엔드 필이란 적대적 M&A 시도자가 대상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
득하면 대상기업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거
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포이즌필을 의미함.
○ 데드핸드 필이란 계속이사(continuing director), 즉 포이즌필 채택 당시
의 이사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후계자로 선임되거나 추천된 이사만 포이
즌필을 재매입(제거)할 수 있고, 포이즌필 발행 이후 새롭게 선출된 이사
회는 포이즌필을 재매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된 포이즌필임. 따라서
이미 발행된 포이즌필은 그 발행 당시에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던 이사들
(continuing directors)에 의해서만 재매입이 가능함. 따라서 적대적 매수
42) Peter V. Letsou, “Are Dead Hand(and No hand) Poison Pills Rreally Dead?”, 68 Y. CIN. L. REV.
1101, 1104-1105 (2000); Robert Clark, Corporate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574-575.
43)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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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공개매수와 동시에 위임장 권유를 하여 새로운 이사를 다수 선임해
서 이사회를 지배하더라도 포이즌필을 제거할 수 없게 됨.
○ 노핸드필이란 데드핸드필의 변종으로서, 노핸드 포이즌필은 이사회가 교
체된 후 6개월이나 1년 동안 포이즌필을 재매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
한 포이즌필임.
○ 델라웨어주 법원은 데드핸드 포이즌필과 노핸드 포이즌필을 모두 무효화
했고,44) 뉴욕주 법원은 데드핸드 포이즌필을 무효화했음.45) 그 이유는 이
러한 내용의 포이즌필은 이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기업지배권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펜실베니아주 법원46)과 조지아주 법원47)은 데드핸드 포이즌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음.48)

4. Poison Pill의 기능

□ 경영권 방어수단
○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많이 이루어졌음.
○ Lipton 변호사가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책으로 poison pill을 고안함,
1983년에 Lenox사가 Brown-Forman Distillers사의 적대적 기업인수 시
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행했다고 알려져 있음.
○ 기업인수시도가 없는 한 포이즌필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음, 그러
나 인수시도자가 포이즌필의 행사요건을 충족(trigger the rights)하면 대
상회사와 인수시도자 양자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의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됨.49)
44) Carmody v. Toll Brothers, Inc., 723 A.2d 1180 (Del. Ch. 1998)(dead hand pill); Mentor Graphics
Corp. v. Quickturn Design System, Inc., 728 A.2d 25 (Del. Ch. 1998), aff'd on other grounds, 721
A.2d 1281 (Del. 1998)(no hand pill).
45) Bank of N.Y. Co., Inc. v. Irving Bank Corp., 528 N.Y.S.2d 482 (N.Y.Sup.Ct. 1988).
46) AMP Inc. v. Allied Signal, Inc., 1998 WL 778348 (E.D. Pa. 1998), rev'd on other grounds, 168 F.3d
649 (3d Cir. 1999).
47) Invacare Corp. v. Healthdyne Technologies, Inc., 968 F.Supp. 1578 (N.D.Ga. 1997).
48)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8 n.336 (2015);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5 (2015 Thomson Reuters), http:// us.practicallaw.com/3-386-0340?q=poison+pills.
49)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6-15,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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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경우, 포이즌필은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로 하여금 대상회사 이
사(또는 이사회)와 협상을 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시도를 포기하게 만
듦.50)
○ 포이즌필은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의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희석하여,
기업인수의 성공을 어렵게 함.
- 예컨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에 걸쳐 있었던 피플소프트사에 대한 오
라클사의 적대적 기업인수시도 사례를 들어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희석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보자면, 피플소프트사의 포이즌필은 만일 오라클
이 20% 이상 지분을 증가시킬 경우(trigger event라고도 불림), 피플소프
트사의 다른 주주들은 기존에 갖고 보유하고 있던 피플소프트주식 하나
당, $380 만큼의 피플소프트 주식을 $190을 피플소프트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함. 만일 피플소프트사의 기존주주
들이 $555,000,000을 주고 60,000,000주의 피플소프트사의 신주를 구입
한다면 오라클의 지분율은 1.1%로 하락하게 됨. 이는 오라클에게
$638,000,000 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됨.
□ 과세자산 및 거래 보호수단
○ 그러나 최근, 미국 회사는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중
대한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 "NOLs")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의
과세자산(tax asset)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포이즌필을 채택함.51)
○ 또, 포이즌필은 우호적 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거래보호수단(deal
protection device)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52), 이 경우 포이즌필은 ① 공개
매수의 형태를 띠는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거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② 행동주의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것을 억지하고 제안된
인수합병을 의결권 행사로 저지할 수 있게 해 줌.53) 예를 들면, 2010년 있
었던 기업인수 사례에서 대상회사는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자가 승
인하는 형태로 포이즌필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어
떠한 다른 회사라도 대상회사의 주식 15%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포이즌
50) Practical Law Company (PLC), Poison Pills: Defending Against Takeovers and Protecting NOLs,
Practical Law Corporate & Securities and Scott Towers, Ballard Spahr LLP, Thomson Reuters
(2015), 6-18, http://us.practicallaw.com/3-386-0340?q=poison+pills, [hereinafter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51)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1;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5 to 6-17.
52) §11:176. State corporate law-Poison pills, 14A U.S. Sec.Law for Financial Trans. §11:176(2d ed.),
2.
53)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7;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11, http://us.practicallaw.com/3-386-0340?q=poison +p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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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이 행사되도록 되어 있음. 인수자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대상회사의 주
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인수합병계약에 주주들이 승인하지 않도록 거부
권 행사를 독려하는 트렌드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
한 포이즌필 계약을 요청한 것임.54) 또, 2014년 기업인수 사례에서 대상
회사는 행사요건이 10%인 포이즌필을 채택하였는데, 대상회사 이사회가
그 포이즌필을 포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상환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그 거
래(deal)를 종료하고 종료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
음.55)

5. 최근의 운용 현황

□ 2016년 현재,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상장회사 가운데 약 1%의 회사,
S&P 500 회사 중에서는 약 3%의 회사, RUSSELL 3000 회사 중에서는 약
5%의 회사가 포이즌필을 채택하고 있음.
□ 2012년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Netflix)가 행동주
의 투자자 칼 아이칸(Karl Icahn)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포이즌필
을 채택함. 넷플릭스는 칼 아이칸이 자사 주식의 10%를 취득한 것을 안 즉
시, 포이즌필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함, 그렇게 되자 칼 아이칸 입장에서
는 넷플릭스사의 주식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고, 넷
플릭스사는 경영권 방어에 성공함.
□ 행사요건이 완화된 포이즌필
○ 포이즌필을 발동시키기 위해 취득해야 할 대상회사 주식지분비율이 낮을
수록, 더 공격적인 포이즌필이라 할 수 있음.56)
○ NOL poison pill 또는 NOL rights plan이라고도 지칭되는 ‘제382조
rights plan’은 대상회사의 지분을 5% 이하로 취득해도 포이즌필 행사요
건이 충족됨. 그 이유는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주주가 특정한 수의 지
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특정한 tax attributes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임.57)
54) Practical Law Company
6-0340?q=poison +pills.

Poison

Pills

Practice

Note,

11,

http://us.practicallaw.com/3-38

55)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7.
56)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4, http:// us.practicallaw.com/3-386-0340?q=
poison+pills.
57) Practical Law Company Poison Pills Practice Note, 4, http:// us.practicallaw.com/3-38
6-0340?q=poison+pills. For a discussion of Section 382 rights plans, see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6 to 6-17, Practical Law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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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① 대상회사 이사회가 ‘대상회사의 순영업손실이
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포이즌필’의 행사요건을 4.99%까지 낮춘 행위
및 추후 그러한 포이즌필의 희석적 교환 조항(dilutive exchange
provision)을 행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시함.58) ② 그러나 다른 사
안에서는 4.99%의 지분취득을 요건으로 행사되는 NOL poison pill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Unocal의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배제적인
(preclusive)"의 의미를 위 판결(Selectica 판결)59)에 비해 넓게 해석하
였음 - 즉, ①과 비교하면 포이즌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
단한 것임.60)
- ② 판결(Yucaipa 판결)의 판시내용: “‘배제성(preclusiveness)’ 문제를
검토하면서, 포이즌필이나 기타의 경영권방어수단이 위임장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가능성이나 이론적인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
서 배제적이지 않다고 보는 관점은 수용할 수 없음. 만약 경영권방어수
단이 위임장 경쟁을 시작한 측(proxy insurgent)에게 공정한 승리 기회
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가 아주 약간의 승리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
도, 그 경영권방어수단은 ‘배제적’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음.
특히, 포이즌필의 경우에는 이미 기업인수로 통하는 문을 아주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포이즌필 그 자체만으로도 위임장 경쟁을 시작한 측
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Unocal의 두 번째 기준인 비례성 기준은
대상회사 이사대상회사 이사회가 그러한 포이즌필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함. 포이즌필
이 공개매수를 금지하고 투표의 장을 위임장 경쟁을 시작한 측에게 불
공정하게 불리하게 만든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포이즌필의 행사를 중지
시켜야 함.”61)

Poison Pills Practice Note, 9, http://us.practicallaw.com/3-386-0340?q=poison +pills.
58)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7 n.332 (discussing Selectica, Inc., v. Versata
Enterprises, Inc., C.A. No. 4241-VCN, 2010 WL 703062 (Del. Ch. Feb. 26, 2010), aff'd, 5 A.3d 586
(Del. 2010)).
59) Selectica, Inc. v. Versata Enterprises, Inc., 2010 WL 703062, at 22 (Del.Ch. Feb.26, 2010)에서는
“위임장 경쟁에서의 승리의 수학적 불가능성 또는 현실적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배제성 기준의 정확성을 강
화한다. 경영권방어수단이 위임장경쟁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떠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배제적’(그리고 ‘합리성’ 조사도 피하기 위해서는)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임장경쟁에서의
승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거나 완전히 고려할 가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음.
60) Yucaipa American Alliance Fund II, L.P. v. Riggio, 1 A.3d 310 (Del. Ch. 2010), aff'd, 15 A.3d 218
(Del. 2011).
61)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Barnes & Noble 사의 포이즌필은 Yucaipa의 위임장 경쟁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제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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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행사요건이 완화된 포이즌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행동주의 투자자62)나 기관투자자의 입김이 포이즌필
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임.
□ 기관투자자의 영향
○ 미국의 주요 상장회사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동안 포이즌필을 가지고 있
었으나,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위임장 투표 서비스업체(proxy voting
services), 기업지배구조전문가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이즌필을 적극적으로 종료시키거나 기간만료로 소멸되도록 조치하고 있
음.63)
○ 기관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포이즌필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의 동의 없이 포이즌필을 채택한다는 데에 있음. 기관투자자
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포이즌필을 상환하도록 이사회를 압박하기도
함. 또, 매년 다수의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의 포이즌필 상환 요구
결의안(구속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이 가결되고 있음. 이
러한 결의안은 실제로 투표를 한 다수주식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임.64)
○ 또한, 다수의 회사들은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포이즌필을
수정하거나 일정기간(대개는 1년) 내에 주주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포이즌
필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함.65)
□ 행동주의 투자자의 영향
○ 이제, 포이즌필은 Exchange Act 제13(d)조에서 정의된 것보다 넓은 의미
62) 헤지펀드의 행동주의 확산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비해
주주의 감시기능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John C. Coffee, Jr./Darius Palia, “The Impact of Hedge Fund Activism: Evidence and Implications”
The Center for Law and Economic Studie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2014)), 헤지펀드의 경
영간섭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강조하는 견해로는 Marcel Kahan/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1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021 (May, 2007) 및 Lynn Dallas, “Short-Termism, The Financial Crisis and Corporate
Governances”, 37 J. Corp. L. 254 (2011) 등이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주주 통제권의 약화가 헤
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를 계기로 개선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경영진에서 주주에게
로 점차 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Ronald J. Gilson/Jeffrey N. Gordon, “The Agency Costs of Agency
Capitalism: Activist Investors and the Revaluation of Governance Rights”, 113 Colum. L. Rev. 863
(2013) 등이 있음.
63)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7 to 9-98;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5.
64)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8 n.335.
65)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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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질적 소유(beneficial ownership)")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화되었
음.66) 이는 다수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함께 행동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부정적 지배권(negative control)67)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
한 것임.6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Third Point LLC v.
Ruprecht 판결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함.

6. Poison Pill에 대한 델라웨어주의 입장
(1) 델라웨어주 회사법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포이즌필의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그 발행의
기준을 정한 법률조항은 없음. 워런트를 이사회가 재량으로 발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포이
즌필임.69)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57조는 ‘주식관련 권리(right)와 옵션’ 이라는 표제
하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한, 회사의 경영권한은 이사회에게
66) See Exchange Act Rule 13d-3(d), 17 C.F.R. § 240.13d-3(d).
67) 예를 들면, “controlling influence”를 들 수 있음.
68) Edward F. Greene, et al., U.S.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11th ed.) vol.1, New York : Aspen (2015), 9-97; see generally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 Cadwalader M&A Update: Delaware Court Upholds Sotheby's Poison Pill Defense Against
Activist Citing “Negative Control” as a Corporate Threat (May 5, 2014) http://www.cadwalader.com
/resources/clients-friends-memos/delaware-upholds-sothebyspoison-pill-defense-against-activist-citin
g-negative-control-as-a-corporate-threat (discussing Third Point LLC v. Ruprecht, et al., C.A. No.
9469-VCP, 2014 WL 1922029 (Del. Ch. May 2, 2014)); see also Lipton/Steinberger, Takeovers &
Freezeouts, vol.1, Thomson Reuters (2015), 6-17 (stating that: (a) “[h]edge funds and other
shareholder activists have used equity swaps and other derivatives to acquire substantial economic
interests in a company's shares but without the voting and investment power that may be required
to have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shares for disclosure purpose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b) rights plans can be drafted to cover equity swaps and other derivatives so as to limit
the ability of hedge funds to use them to facilitate change-of-control efforts, but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as to whether and how to draft a rights plan in this way). Delaware
case law concerning the concept of “negative control” addresses situations where “a person or
entity obtains an explicit veto right through contract or through a level of share ownership or board
representation at a level that does not amount to majority control, but nevertheless is sufficient to
block certain actions that may require, for example, a supermajority vote.” However, the Third Point
ruling addressed “effective” negative control (i.e., a situation where a company had concerns that
enabling individuals or entities to obtain 20% as opposed to 10%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mpany
“could effectively allow those persons to exercise disproportionate control and influence over major
corporate decisions, even if they [did] not have an explicit veto power”). In Third Point, which
concerned an activist hedge fund's proxy battle with a compan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was
persuaded that, for the first prong of Unocal, “effective” negative control can be a corporate threat
against which a board may deploy a poison pill. Third Point LLC v. Ruprecht, et al., C.A. No.
9469-VCP, 2014 WL 1922029, at 13, 21-22 (Del. Ch. May 2, 2014).
69) 박준/송옥렬/최문희/김건식, 앞의 보고서,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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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가 라이트와 옵션을 발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라이트 또는 옵션
의 조건과 가격을 설정하고 발행 및 분배 등에 관해 이사회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2)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
□ 델라웨어주 법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인정함.70)
□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의 7.에서 검토함.

7.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71)
(1) Unocal 판결72)
□ Unocal 기준
○ 이 판결에서는 방어수단의 과잉성 판단 기준(이른바 Unocal 기준)을 제시
하였음. 현 경영진의 방어행위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되지 않으
려면, ① 상대방의 인수시도가 회사의 대상회사의 정책과 효율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Threat)가 있어야 하고,
②

경영진이

선택한

방어수단이

그

위협과

비례적(상당성

요건,

Proportional Measure in relation to the Threat)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Unocal 기준은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
요한 기준으로 이용되었음. 특히, 델라웨어주 법원은 방어행위의 과잉성
판단이 문제된 다수의 사안에서 Unocal 기준을 적용하였음.
□ Blasius 기준
○ 그러나 델라웨어주 법원은 Blasius Inds., Inc. v. Atlas Corp.판결73)에
서는 방어수단이 오로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70) Goggin v. Vermillion, Inc., No. 6465-VCN, 2011 WL 2347704, at 5 (Del. Ch. June 3, 2011)
(“Delaware courts have repeatedly approved of the adoption of a rights plan.”).
71) 포이즌필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수의 미 연방법원 판결과 주법원 판결 중에서 ① 가장 주요한 판결인 Unocal
판결과 ② 국내 문헌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은 최신 판결인 Third Point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함. 그
외의 판결에 대해서는 본 절과 아래의 3.에서 필요한 정도에서 소개함.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판결에 관
해서는, 박준/송옥렬/최문희/김건식, 앞의 보고서, 57-62; 유영일, “한국형 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의 적
법 요건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44-348; 문상일, “주요 선
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Keri Insight(2015. 12. 31), 5-7 등을 참조할 것.
72)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73) Blasius Inds., Inc. v. Atlas Corp., 564 A.2d 651, 659 (Del. Ch.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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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설득력 있는 정당화사유(compelling justification)”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Unocal 기준에 비해 강화된 「Blasius 기준」도 제시하였음.
○ 2010년 Barnes & Noble 사안에서 원고 Yucaipa는 이 사건 방어수단에
대해 Blasius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델라웨어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Unocal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방어수단의 적법성을 인정
하였음. 재판부는 Blasius 기준은 이사회의 행동의 주요목적이 주주의 권
리박탈에 있는 때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그런데 이 사안의 이사회가
방어수단(포이즌필)을 채택한 주요 목적은 회사의 지배권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지배하려는 세
력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었으며, 그 방어수단
이 주주의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목적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
문에 Blasius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74)
□ Unocal 기준에 관한 후속판결의 설시
○ 델라웨어주 법원은 Moran 사안75)과 Hilton 사안76)의 포이즌필이 Unocal
기준(특히, 두 번째 기준인 ‘합리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음. 판시이유에 따르면, 포이즌필이 존재하더라도 인수시도자는
위임장권유를 통해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이즌필
의 채택만으로 적대적 기업인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음. 즉,
포이즌필이 있더라도 인수시도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 경쟁을 통
해 경영진을 교체한 후 그 경영진이 포이즌필을 명목적인 가격에 재매입
하여 소각(redeem)하고, 대상회사를 인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대상회사
의 주주가 인수에 동의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해 방어할 수 없음.
○ Airgas 사안77)에서는 무엇이 Unocal 기준의 ‘위협(threat)'을 구성하는지
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음.78)
○ Selectica 사안79)에서는 무엇이 그러한 위협에 대한 ‘배제적 반응
(preclusive reaction)'을 구성하는지에 관해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
음.80)
74) Yucaipa American Alliance Fund Ⅱ, L.P. v. Riggio, DeFAX Case (Del. Ch. Aug. 12, 2010).
75) Moran v. Hous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76) Account v. Hilton Hotels, Corp., 780 A.2d 245 (Del. 2001).
77) Air Products and Cemicals, Inc. v. Airgas, Inc., 16 A.3d 48, 55-56 (Del. Ch. 2011).
78) Christine Hurt, "The Hostile Poison Pill", 50 U.C. Davis L. Rev. 137, 192 (2016).
79) Versata Enterprises, Inc. v. Selectica, Inc., 5 A.3d 586, 599-600 (Del. 2010).
80) Christine Hurt, "The Hostile Poison Pill", 50 U.C. Davis L. Rev. 137, 19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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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핸드필과 노핸드필
○ Unocal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데드핸드 포이즌필과 노핸드 포이즌필은
인수시도자가 위임장권유를 통하여 회사지배권을 인수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수단은 주어진 위협에 비례하는 방어라고 볼
수 없음.81)

(2) Third Point LLC v. Ruprecht 판결82)
□ 개관
○ Third Point사를 포함한 행동주의 헤지펀드 3사(社)가 고미술품 경매회사인
Sotheby사의 지분을 매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사들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
하자, 이에 Sotheby사가 포이즌필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 Third Point사
가 포이즌필 행사요건을 10%에서 15%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otheby사가 거절하자, Third Point사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를 제기하
였음.
○ 법원은 Sotheby사의 포이즌필 채택 및 10% 행사요건 포기 요구 거절이 위
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함.
○ 인수시도주체가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 펀드가 각각 Sotheby사의 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점이 선행판결과
구별되는 특징임.
□ 사실관계
○ Sotheby사는 고미술품 경매회사로, 2005년까지 Taubman가(家)가 이중의
결권 주식 계약을 통해 Sotheby사의 의결권 62.4%를 가지고 Sotheby사를
지배하고 있었음, Sotheby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었음.
○ 2013년 초, 행동주의 헤지펀드 3사(Third Point사 등)는 Sotheby사의 주식
상당수를 매집하였음, Third Point사의 지분은 9.6%, 세 헤지펀드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19%에 이르렀음.
○ 2013년 10월, Third Point사는 대량보유보고(Schedule 13D)를 하면서 자
사 CEO가 모집한 자들을 Sotheby사의 이사들로 선임할 것을 제안함. 이에
Sotheby사 이사회는 이층 구조의 포이즌필을 채택함. 이 포이즌필은 10%
지분취득으로 발동되지만, 수동적인 주주들에게는 20%까지 지분취득을 허
81) 박준/송옥렬/최문희/김건식, 앞의 보고서, 59.
82) 2014 WL 19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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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Sotheby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면 1년 만에 소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2014년 2월, Third Point사와 Sotheby사는 그해 5월 6월로 예정된
Sotheby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위임장대결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함.
Third Point사는 Sotheby사의 이사 2명을 자신들이 원하는 자로 선임해 줄
것과 포이즌필의 행사요건을 1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음. Sotheby사는
Third

Point사에게

지분

10%

취득을

상한으로

하는

현상유지협정

(standstill agreement)등 일정한 조건 하에 의사회 1석을 제안함. 동년 3
월, 양사는 합의 도출에 실패, Third Point사는 Sotheby사의 지분을 20%까
지 취득할 수 있도록 포이즌필의 포기(a waiver from the rights plan)를 요
구했으나 Sotheby사가 이를 거절하자, Third Point사는 소를 제기함.
□ 소송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Third Point사는 Sotheby사 이사회가 포이즌필(rights plan)을 채택
하고 강제한 것은 정당화 사유 없이 Third Point의 위임장 경쟁을 방해하
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Third Point사와의 위임장경
쟁에서 허용될 수 없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인의무위반
이라고 주장하면서,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에 정기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
처분(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함.

또한

원고는

자신들은

피고회사

(Sotheby사)에 대해 ‘법적으로 심리될 수 있는 위협(legally cognizable
threat)’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포이즌필을 채택한 것은 비례
성이 충족되지 않는 반응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피고 Sotheby사의 이사들은 Third Point사는 Sotheby사에 대
해 ‘법적으로 심리 가능한 위협’을 가한 것이므로 그에 대응해서 포이즌필
을 채택한 것은 비례성에 반하지 않고, 이층 구조 포이즌필(the rights
plan’s two-tiered structure)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Third Point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서 다른
헤지펀드와 함께 지배주주가 될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았음.
○ Blasius 기준과 Unocal 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강한 정당화사유를 요구하는 엄격한 Blasius 기준은 이사회의 일
차적 목적이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여 주주가 투표권 행사를 공정하고 효
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안에는 Blasiu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Unocal 기준
을 적용함.83)

- 29 -

○ Unocal 기준에 따른 이 사건 판단.
- 법원은 ① Sotheby사의 포이즌필 채택과 ② Sotheby사 이사회의
Third Point사의 10% 행사요건 포기 요구거절에 대해 각각 Unocal 기
준(합리성, 비례성)을 적용하였음.
- Unocal 합리성 기준에 의하면 Sotheby사 이사회는 합리적 근거에 기해
Sotheby사의 정책 및 효율성에 대한 법적으로 심리 가능한 위협이 존
재한다고 믿었어야 하는데, 법원은 위의 ①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상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잠행매수(creeping
control)위협’에, ②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배(negative control)위협(적
은 지분 및 명시적 거부권 부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에 비례적이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
음.
- 특히, 본 사안에서 ‘부정적 지배(즉, 20% 이하의 지분만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비례적이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의 위협’은 포이즌필을 채택․보유하는 것과 같은 이사회의 대응행위를
정당화하는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시.
- Unocal 비례성 기준에 의하면 Sotheby사 이사회는 자신의 방어행위가
위협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10%를
행사요건으로 하는 포이즌필은 행동주의 주주가 Sotheby사 이사회와
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므로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84)
○ 기타 판시사항: 법원은 대상회사에 외부의 금융자문과 법률자문을 받는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행동주의 투자자의 위협 존부에 대한 대상회사
이사회의 결정을 보다 존중함, Sotheby사의 경우 이사 11인 중 10인이 사
외이사였음.
□ 이와 같이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헤지펀드의 잠행매수에 대응한 대
상회사 이사회의 포이즌필 채택을 허용하고 있음.

83) 법원은 원고의 10% 행사요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가 10%의 지분을 추가적을 취득하게 되면 위임장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 직후에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Blasius 기준의 적용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Unocal 기준을 적용했다.
또 법원은 위임장 경쟁이 가능한 옵션으로 남아있는 한 포이즌필을 채택해서 주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
다고 본 Moran 판결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시 및 적대적 기업인수 상황에서 주주권 제한을 정당화해주는
위협(threat)의 범위를 확장한 후속판결(Moran 판결의 후속판결)을 인용하였음.
84) 법원은 포이즌필의 행사요건이 10%를 훨씬 상회한다면 소그룹의 공격주의 헤지펀드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
지 않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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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신의 논의 상황

□ 2014년 3월, 미국의 저명한 회사법 학자인 Lucian Bebchuk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회사법 포럼 웹사이트85)에 각주의 경영권 방어법제(특히, 포이즌필)
는 ｢연방증권법｣(William Act)86)상의 공개매수(tender offer)규제를 위반하
여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87)
□ Bebchuk의 주장에 대해, 포이즌필을 창시한 Martin Lipton 변호사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6인과 함께 반박글을 게재하였음. Lipton은 Bebchuk의
주장은 별난 것이라고 하면서 포이즌필은 연방증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
한 경영권방어수단이며 포이즌필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주법은 위헌이 아니
라고 주장함.88)
□ Lipton의 주장에 대해 Bebchuk이 재반박글을 게재하였음.89)

(1) 미국식 포이즌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 Lucian Bebchuk90)
○ 포이즌필은 공개매수를 장기간 지연시킬 수 있음.
-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미국 학자들은 간과하고 무시하였음.

85)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https://corp
gov.law.harvard.edu/).
86) 1968년 7월 29일에 제정된 Williams Act는 연방법인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당시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a항 및 제c조, 제16조를 개정하여, 공개매수의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공개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책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부자거래･증권사기･시세조종행위 등의 문제
가 있는 경우에 규제를 가하는 연방법률임.
87)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Towar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oison Pill”, Harvard
Law School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2014. 3. 4), https://corpgov.law.har
vard.edu/2014/03/17/toward-a-constitutional-review-of-the-poison[이하에서는 “Lucian A. Bebchuk
/Robert J. Jackson, 앞의 글 또는 위의 글”이라고 지칭함];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Towar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oison Pill”, Columbia Law Review, vol. 114, no. 6 (October
2014), 1549-1594[이하에서는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논문 또는 위의 논문”이라고
지칭함].
88) Martin Lipton et al., “A Response to Bebchuk and Jackson’s Towar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oison Pill”, Harvard Law School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2014. 3. 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4/03/13/a-response-to-bebchuk-and-jacksons-toward-a-constituti
onal-review-of-the-poison-pill[이하에서는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또는 앞의 논문”이라고 지칭
함].
89)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90)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글;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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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도 포이즌필을 허용하지 않는 연방증권법이 포이즌필을 허용하
는 주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 포이즌필에 의해 기업인수 대상회사의 ‘주주’들은 공개매수(적대적 공개매
수는 별론으로 함) 제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
이 있음.91)
- 미국 각 주 법원은 대상회사의 ‘이사회 결의’로만으로 포이즌필을 채택
하는 것을 거의 예외 없이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포이즌필의 요건(trigger event)이 충족되어 포이즌필이 행사되
면, 포이즌필의 특유한 희석 효과로 인해 대상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심
각한 주식가치의 하락을 겪게 됨.92)93)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주주의 승인 없이 채택할 수 있는 포
이즌필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사회가 주주의 승인 없이 신주인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일 제안함.
- 대부분의 주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포이즌필을 채택할 수 있
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대적 공개매수가 아닌 공개매수인 경우에도 주주
는 이를 자율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사회가 포이즌필
을 채택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94)
- 2011년에 발표되었던 국내 논문에서도 신주인수선택권 행사 요건이 충
족된 시점에 다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 요건이 충족된 이후부터 일정한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제안95)이 있었음.
91) Bebchuk은 Edgar v. MITE Corp., 457 U.S. 624, 634 (1982) (holding state takeover statute
preempted because the drafters of the Williams Act envisioned that “the investor, if he so chose,
and the takeover bidder should be free to move forward [with the tender offer] within the time
frame provided by Congress”)와 CTS Corp. v. Dynamics Corp. of Am., 481 U.S.(1987)(concluding
that a state law was not preempted by Williams Act because it “allows shareholders to evaluate the
fairness of the offer collectively” (emphasis in original))을 인용하면서 미국 대법원도 공개매수제안의 적
절성을 주주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하였음(Lucian A. Bebchuk, 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80).
92)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70-1571.
93) CTS, 481 U.S. at 84 (1987); Lucian A. Bebchuk, 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80 note 106에서 재
인용.
94)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89-1590.
95) 박준/송옥렬/최문희, “신주인수선택권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1),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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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의 유효성 –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
□ Lucian Bebchuk96)
○ 미국 법원은 ‘주법상의 포이즌필 규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주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원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임.
○ 만약 이 문제가 재판상 쟁점이 된다면, 법원은 ‘포이즌필이 공개매수자에
게 대상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었는
지 여부’ 및 ‘주주가 공개매수의 이점을 평가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를 살펴볼 것임.
○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미국법원은 포이즌필을 허용할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됨.

1) 연방증권법
□ Lucian Bebchuk97)
○ 연방증권법은 공격적 기업인수를 규제하는 연방법임.
○ 적대적 M&A에 대해 주법은 연방법보다 더 많은 제한을 함.
○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의 유효성은 의문임.
○ 그동안 연방법원이 연방법우선 원칙에 근거해서 무효를 선언했던 주법상
의 경영권 방어 규제보다도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은 적대적 기업인수
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의 연
방법 위반성이 법원에서 심리된다면 연방법원은 그러한 주법이 무효라고
판결할 것임.
○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이 존속시키려면, 주의회는 공개매수를 막기 위
해 포이즌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법상의 포이
즌필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98)
96)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https://corpgov.law.harvard.edu/2014/03/17/tow
ard-a-constitutional-review-of-the-poison);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논문, 1549
-1594.
97)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Jr, 위의 글;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49-1594.
98) Bebchuk 교수는 캐나다와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음(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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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은 향후 무효화되거나 개정될 것이
며, 어느 쪽으로 바뀌더라도 회사지배권시장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임.
□ Martin Lipton(반박)99)
○ 연방증권법은 ‘실질이 아닌 절차만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진실
한 법상태(true state of law)의 이해이며, 그로 인해 경영권방어수단을 승
인하는 주법에 대해 연방법이 우선하지는 않음.100)
- 주법에 대한 연방증권법 우선 기준에 대한 Bebchuk의 견해는 현행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
- Bechuk은 미 의회가 1968년 연방증권법을 제정하면서 공개매수자에게
‘의미 있는 성공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매수와 관련해서 주주가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정하려고 의도했다고 주장하였지
만, 연방증권법은 공개매수절차만을 규제(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완전하
고 공정한 공시 규정 포함)하는 단순하고 짧은 내용의 법으로서, 적대
적 공개매수자에게 실질적인 인수성공권을 부여하거나 주주에게 그러
한 제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 아님.
□ Lucian Bebchuk(재반박)101)
○ Lipton은 우리의 분석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연방증권법은 실질이 아닌
절차만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후, 그로 인해 경영권방어수단을 승인
하는 주법에 대해 연방법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
은 대법원의 선례에 의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연방하급심이 선고한 두 판
결에만 부당하게 무게를 실은 주장이며,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연방하급심
판결은 무시한 주장임.
○ 특히,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인 Edgar v. MITE 판결102)과 CTS v.
Dynamics 판결103)은 Lipton의 법해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

2) 포이즌필에 관한 미국법원의 입장에 대한 상반된 견해
□ Edgar v. MITE 판결104)
99)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100)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101)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102) Edgar v. MITE Corp., 457 U.S. 624 (1982).
103) CTS v. Dynamics. of Am., 481 U.S. 69, 107 S. Ct. 1637, 95 L. Ed. 2d 67 (1987).
104) Edgar v. MITE Corp., 457 U.S. 62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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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ian Bebchuk105)
- 1982년에 선고된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현행 주법상의 포이즌필
규정과 비교하면 공개매수를 훨씬 덜 제약했던 일리노이주법(경영권 방
어에 관한 규정)을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이 판결에서 White 판사(다수의견)는 일리노이주법규정에 의한 ‘지연
(delay)'은 연방증권법을 좌절시킨다고 판시했음. 왜냐하면 그러한 지
연은 공개매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데, 그러한 지연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연방증권법 입법자의 의사였기 때문.
-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현행 포이즌필 규정(주법)은 무효라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입장임.
○ Martin Lipton106)
- 이 판결에서 White 판사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
- White 판사는 연방증권법을 잘못 이해하였음.
- 이 판결은 Bechuk이 ‘유의미한 기회 기준’을 도출한 지방법원판결 중
대표적인 판결인데, 이 판결은 연방증권법의 우선성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한 30여 년 전의 판결로, 대법원 판사 3인의 견해에 기초를 둔 판
결일 뿐, 미국 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음.
□ CTS v. Dynamics 판결107)
○ Lucian Bebchuk108)
-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임.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Edgar 판결의 White 판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여, 이 사건 인디아나 주법이 부과하는 ‘지연’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강조한 후, 인디아나 주법이 연방증권법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
음.
- 물론 이 판결이 연방증권법의 주법에 우선하는 범위에 대해 정확한 분
석을 하지 않았다는 Lipton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바이지
만, 그렇기 때문에 현행 주법상의 포이즌필 규정의 합헌성이 완전히 규
명되지 않은 것임.
105)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논문,
1549-1594.
106)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107) CTS v. Dynamics. of Am., 481 U.S. 69, 107 S. Ct. 1637, 95 L. Ed. 2d 67 (1987).
108)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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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연방증권법의 우선 범위에 관한 Lipton의 관
점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함.
- 이 판결이 선고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연방대법원 판사의 상당수
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판
시할 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 주법이 채택할 수 있는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방어수단에 대해 연방증
권법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법원이 채택할 것이라
는 Lipton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희망만으로
연방증권법이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주법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
지 않는 것이 현재의 진실한 법상태라는 Lipton의 견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음.
○ Martin Lipton109)
- 이 판결의 재판부가 White판사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은 단지 논의
를 위한 것일 뿐이고 재판부는 연방증권법이 주법에 대해 우선하는 범
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님.
□ 연방 하급심 판결들
○ Martin Lipton110)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CTS 판결 이후에 선고된 두 연방하
급심 판결(제7순회항소법원의 Amanda Acquisition 판결111)과 제4순
회항소법원의 WLR 판결112))을 제시함.
- Amanda Acquisition 판결은 경영권방어에 관한 주법에 대한 연방증권
법 우선성을 부정한 리딩케이스임. 이 판결에서는 연방법은 회사 내부
업무(internal affairs)에 관한 법에 우선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공개
매수를 받아들일 권리가 없고, 연방증권법은 공개매수 비즈니스으로부
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음.113)
- WLR 판결은 포이즌필을 허용하고 포이즌필에 관한 이사의 판단을 강력
한 경영판단원칙으로 비호한 판결임. 재판부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
다는 원고(인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인수 상황에서 대상회사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수단(포이즌필 포함) 채택을 허용하는 주법은, 설
109)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110) Martin Lipton et al., 위의 글.
111) Amanda Acquisition Corp. v. Universal Food Corp., 877 F.2d 496 (7th Cir. 1989).
112) WLR Food, Inc. v. Tyson Foods, Inc., 65 F.3d 1172 (1995).
113) Amanda Acquisition Corp. v. Universal Food Corp., 877 F.2d 496 (7th Ci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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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그러한 경영권방어수단이 대상회사 경영진에게 이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보호라는 연방증권법의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이 그러한 주법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요
컨대. 버지니아주법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포이즌 필의 적법성이 명시
적으로 인정되었음. 이 판결은 Bechuk이 제시한 ‘의미 있는 기회 기준’
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판시임.
- Bebchuk은 Amanda 판결, WLR 판결,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볼) 1985
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인 Moran 판결상의 주법규정에 대한 연방법
의 우선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
○ Lucian Bebchuk114)
- Lipton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두 연방하급심법원 판결은
연방증권법의 적용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음
- 이 두 판결은 이 두 판결은 각각 제7순회항소법원과 제4순회항소법원
이외의 연방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이 두 판결과 다른 관점을 취한 연방법원 판결도 다수 존재함. 이들 판
결에서는 'meaningful opportunity for success 기준', 'shareholder
autonomy 기준', ‘shareholder protection 기준’과 같이 주법에서 허용
하는 경영권방어수단을 상당히 ‘제약’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판결로는 현직 대법원 판사인 Breyer가 판사로 참여했던 제1순
회항소법원의 Hyde park 판결, 델라웨어주 연방 1심 법원의 세 판결
(BNS 판결, RP Acquisition Corp. 판결, Interco판결), 조지아주 연방
1심 법원의 West Point Pepperell 판결, 현재 제6순회항소법원의 수석
판사로 근무하는 Batchelder 판사가 판시한 오하이오주 연방 1심 법원
의 Firestone Tire 판결이 있음.
- 우리는 이러한 판결들에서 취한 접근방법이 향후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고 생각함. 이에 따르면 현행 주법상의 포이즌필 규정은 ‘무효’가 될 것
임.
- 우리의 연구에서는 CTS 판결 이후 각 법원은 연방증권법 우선성에 대
해 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몇몇 판결들은 주법
상의 포이즌필 규정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몇몇 판결들에 의하
면 그러하지 않다고 분석하였음.
- Lipton은 그 중 한 관점에만 주목해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을 취한 판결
의 중요성을 부정한 오류를 범했음.
114)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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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웨어주법원 판결들
○ Moran 판결115)
- Martin Lipton116): 1985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인 Moran 판결과
그 후속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들은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
음.117)
- Lucian Bebchuk118): Moran 판결은 연방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이즌필을 가공할만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만든 주
법이 발전하기 전, 그리고 그러한 주법이 연방증권법과 팽팽한 긴장관
계에 놓이기 이전에 선고된 판시임.119)
○ Household 판결
- Martin Lipton120): 1985년에 선고된 리딩케이스인 Household 판결은
포이즌필의 유효성을 확실히 하였음. 이 사안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연방증권법이 델라웨어주법에 우선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포이즌 필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됨. Bebchuk의 주장은 이
판결을 간과한 것임.
□ 기타
○ Martin Lipton121)
- 결론적으로, ‘포이즌필이 주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재판상 제기된 적이 없고, 법원도 이를 심리한 적이 없다는
Bebchuk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 포이즌필의 헌법합치성에 대해서 학자와 실무가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는 Bebchuk의 주장은 타당함. 그러나 관심이 집중되지 않
았던 이유는 ‘기업인수에 관한 주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성’이 25년 전
에 사라진 이유와 동일함. 즉, 연방증권법은 공시와 같은 절차적 규제만
을 하는 법이지 이사의 신인의무와 같은 실체적 규제를 하는 실체법이
아니고, 연방증권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의사는 회사의 내부적 사항
(internal affairs)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할 주의 권한을 대체하려는 것
115)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116)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117) Martin Lipton et al., 위의 글.
118)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앞의 글.
119) Lucian A. Bebchuk/Robert J. Jackson, 위의 글.
120) Martin Lipton et al., 앞의 글.
121) Martin Lipton et al.,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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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임.
- 따라서 포이즌필과 이를 허용하는 주법은 연방증권법에 합치됨.122)

9. 기관투자자협회(ISS)의 입장123)
(1) 최근 미국 회사의 포이즌필 운용 현황124)
□ 1980년대에 포이즌필이 등장한 이래 포이즌필은 진화해왔고 그에 따라 기
관투자자협회의 정책도 진화해왔음, 2017년 현재, 미국회사의 포이즌필은
대개 두 가지 형태(① 주주에 의해 승인되는 3년짜리 포이즌필, ② 이례적인
주식 매집 또는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는 1년 이하
의 단기 포이즌필)를 띰. 그러나 어떤 포이즌필은 이례적인 주식 매집 또는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발생한 경우에 채택할 수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음.
□ 데드핸드 포이즌필(dead hand poison pill)이나 슬로우핸드 포이즌필(slow
hand poison pill)의 경우에는, 다수 이사가 지속적으로 이사직에 있거나 그
들이 지명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포이즌필 상환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한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포이즌필을 채택했었지만, 현재는
5개의 상장회사만이 이러한 포이즌필을 채택하고 있음.

(2) 기관투자자협회의 권고안125)
□ ISS는 포이즌필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시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
하려는 입장임.
□ 예컨대 주주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Dead Hand Poison Pill이나
Slow Hand Poison Pill을 채택하거나 갱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마다 이
사진 전원을 교체하지는 말 것을 권고함.
□ 또, 주주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포이즌필을
122) Martin Lipton et al.,위의 글.
123) ISS는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기관임.
124) ISS, "2018 Benchmark Policy Consulta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10. 30),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10/30/2018benchmark-policy-consultation/(2017. 10. 5. 확인).
125) ISS, "ISS Final 2018 Voting Policie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11. 19),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11/19/iss-final-2018-v
oting-policies/(2017. 10.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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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
고하지만, 그러한 포이즌필을 채택하면서 차년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
인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정적 권고를 면제해줌.
□ 주주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1년 미만의 단기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된 포이즌필 채택 이유, 회사의 지배프랙티스와 회사
실적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평가,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포이즌필을 일방적
으로 채택한 근거에 포커스를 맞춤.

10. 시사점

□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이즌필이 처음 고안된 1980년대에는 적대적
경영권 인수 상황에서 경영권방어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후 실무에서
포이즌필은 주로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이용되었으며, 보다 강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영진의 수요에 따라 데드핸드필 등 다양한 포이
즌필이 고안되었고, 그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졌음.
□ 그러나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순영
업손실이 발행한 경우 회사의 과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NOL poison
pill) 또는 우호적 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거래보호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 NOL poison pill의 행사요건은 종래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이즌
필의 행사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행사요건이 완화된 NOL poison
pill의 적법성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시는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미국 포이즌필 운용동향을 보면, 델라웨어주에서도 포이즌필을 채택하
는 회사수가 극히 적고,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입김이 회사의 포
이즌필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그동안 미국 법원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을 필두로 하여 각 주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다수 사안에서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문헌상으로도 델라
웨어주 기업인수법제가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
수 시도가 잠잠해졌다고 평가되어왔음.126)
□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포이즌필이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른
126) MELVIN A.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CASES AND
MATERIALS 1118 (9th ed.), University Casebook Series (2005), 649; Sang Yop Kang, Transplanting
a Poison Pill to Controlling Shareholder Regimes—Why It Is So Difficult, 33 Nw. J. Int'l L. & Bus.
619, 619-6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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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포이즌필의 위헌성’ 주장이 제기되었음. 즉, 포이즌필은 미국 연방증권법
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종래 미국 법원도 일률적으로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이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이 주장에 대한 법적 논쟁이 뜨거웠음
□ 저명한 회사법 학자인 Bebchuk과 포이즌필의 창시자인 Lipton변호사 간의
논쟁은 미국에서도 포이즌필의 적법성이나 허용 여부가 일률적․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 요컨대, 미국에서도 포이즌필이 적법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통일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미국에서 고안되어 30년 넘게 운용되어온 포이즌필 제도를 국내법상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포이즌필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대한 미국 법
원과 학계의 논의, 최근의 제도 운용 현황,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검토와 미국식 포이즌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Ⅱ. 일본
1. 개관

□ 일본 국회는 2005년 신회사법을 제정하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신회사법
에서는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유럽 및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방어수단을 채택
할 수 있게 되었음.127)
□ 신회사법의 제정이후 경영권 방어수단의 유형은 ➀ 종래 적대적 M&A가 개
시된 후에 비로소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이러한 방어수단을 일본에서는
「유사시도입·유사시발동형」이라고 함)에서 ➁ 적대적 M&A가 구체적으로
시도되기 전에 방어수단을 준비하는 방식(평상시도입·유사시발동형)으로 변
화를 보이고 있음. ➀의 경우보다는 ➁의 경우가 경영자의 이해상충의 의심
을 받을 염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산산업성과 법무성이 「방어수단에 관
한 지침」128)을 통해 제시한 이른바 “사전공시·주주의사 원칙”, 즉 방어수
127) 권종호, “일본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한국법학원 (2017), 14.
128) 정식명칭은 「企業価値・株主共同の利益の確保又は向上のための買収防衛策に関する指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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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사전공시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상태에서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기해 도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임.129)
□ 일본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주예약권은 미국의 포이즌필과 동일한 제도
는 아님. 일본의 신주예약권제도는 후술하겠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
제도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의 포이즌필과 유사하
게 활용함. 동 제도에 대한 법적 논의도 주로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의미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국내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설계 및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미
국의 포이즌필 뿐 아니라 일본의 신주예약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봄.

2. 경영권 방어제도(신주예약권 포함) 운용현황

□ 2015년 6월 기업지배구조코드(CG コード)가 발표되었음. 기업지배구조코
드가 정하고 있는 원칙과 개념은 M&A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기업지배구조코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격 거버넌스’는 일본
기업의 M&A 거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130) 그러한 전망대
로 일본 내의 M&A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논의의 중
요성도 커질 것임.
□ 그러나 한편, 기업지배구조코드가 보급됨에 따라 일본 회사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예
전에 비해 더욱 요구되게 되었음.131)
□ 2017년 4월 27일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買収防衛策)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
회사는 437개사로 가장 많은 수의 일본 회사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던
2008년 이후 9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132)
□ 2015년 기준, 574개 기업이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운영하였음.133)
129) 권종호, “일본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한국법학원 (2017), 14-15.
130) 鈴木 明美,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がM&A取引実務に与える影響”, マール 2016年 9月号, https://ww
w .marr.jp/genre/viewpoint/forum/entry/6368(2017. 11. 3. 확인)
131)「買収防衛策の導入状況」, MARR Online, 2017. 4. 28, https://www.marr.jp/genre/topics/kaisetsu/e
ntry/7014(2017. 11. 3. 확인).
132)「買収防衛策の導入状況」, MARR Online, 2017. 4. 28, https://www.marr.jp/genre/topics/kaisetsu/e
ntry/7014(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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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이후 2017년 4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
입한 기업은 5개사(エスケー化研、大井電気、マルシェ、インターアクショ
ン、ファースト住建)임.
○ 이들 5개사 모두 “사전경고형” 방어책을 도입하였음, 시장별로는 도쿄
증권 거래소 1․ 2부 상장 기업이 3개사, 자스닥 상장 기업이 2개사임. 5개
사 모두 정기주주총회의 얻어 도입했음. 이 중 마르셰(マルシェ)사는 경영
권 방어수단의 도입 및 지속 여부를 주주총회결의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도 하였음.
○ 방어수단 발동시의 절차에 대해서는 3개사는 '절충형(위원회설치․주주의
사형)’임, 이사회 결의로 발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독립)위원회의 권
고가 있을 경우 등에는 주주의사확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서, 이사회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구조를 담보하고 있음. 나머지 2개
사는 ‘이사회 결정형 위원회설치형’임.
○ 매입 기준, 평가(숙려)기간, 유효기간은 5개사 "20 % 이상", "90 일까지
", "3년"이라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경향의 변
화가 없음.
□ 2016년 5월 이후 2017년 4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권 방어수단을
중지한 기업은 올림푸스, 파나소닉,134) 캡콤 등 40개사임.
○ 이 중 37개사는 ‘자주적 판단’에 의해 중지했고, 3개사는 ‘합병․모회사산
하’에 의해 중지하였음.
○ ‘자주적 판단’에 의한 중단의 이유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대량매수
행위에 관한 규제의 정비가 침투하여,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확보라는 경
영권 방어수단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다는 점’, ‘기업지배구조
의 정비와 강화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기업 가치 · 주주 공동의 이익의 확
보 ·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경영권방어수단의 계속이 필요불
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난해(2016년)와 같이 많기는 하지만, 2017
년 조사의 특징은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의 의견’ 과 ‘지명보수 등 자
문위원회의 답신’을 근거로 한다는 기재도 있었다는 점임.135)
133) Yuko Takeo & Nao Sano, Poison Pills Linger as Japan Firms Snub Abe Governance Push,
Bloomberg Business(July 29, 2015),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28/poison-p
ills-linger-as-japan-firms-undercut-abe-governance-push(2017. 10. 27. 확인).
134) 파나소닉사는 2016 년 12 월 22 일 이사회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방어수단(買収防衛策)을 2016
년 말로써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결정에 따라 2017 년 3 월 31 일에 경영권방어수단이 종료되었음, 파
나소닉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의 의견과 방경영권방어수단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침
투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경영권방어수단을 폐지했다고 발표함,
https://www.marr.jp/genre/topics/matopics/entry/6721(2017. 11.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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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콤은 이번 폐지하는 이유로 “이번 유효 기간 만료를 맞이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의 장단점에 대해 해외투자자 등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엄격화하는 경향이 있는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둘러싼 환경이 변
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현 국방 방책을 계속 이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음.
○ 파나소닉사도 2016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買収防衛策)을 2016년 말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3월 31일에 경영권방어수단이 종료되었음. 파나소닉사는 투
자자를 비롯한 주주의 의견과 경영권방어수단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기업
지배구조 코드의 침투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
한 결과, 경영권방어수단을 폐지했다고 발표하였음.136)
□ 외국인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여부와
지속(갱신) 여부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찬성득표율이 낮다고 함.137)
□ 기업지배구조코드(CG 코드)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은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검토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주주로부터 경영권 방어수단 채택을 지속(갱신)하는 것에 대해 찬
성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이고 그 결과 경영권 방어수단의 중단을 선택
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함.138)

3. 일본의 신주예약권 제도
(1) 의의
□ 일본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이란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일본 회
사법 제2조 제21호).
□ 강학상으로는 “이를 가진자(신주예약권자)가 회사에 대해 행사하면 회사로
부터 주식의 교부를 받는 권리”139), “신주예약권자가 미리 정해진 기간내에
135)「買収防衛策の導入状況」, MARR Online, 2017. 4. 28, https://www.marr.jp/genre/topics/kaisetsu/e
ntry/7014(2017. 11. 3. 확인).
136) https://www.marr.jp/genre/topics/matopics/entry/6721.
137)「買収防衛策の導入状況」, MARR Online, 2017. 4. 28, https://www.marr.jp/genre/topics/kaisetsu/e
ntry/7014(2017. 11. 3. 확인).
138)「買収防衛策の導入状況」, MARR Online, 2017. 4. 28, https://www.marr.jp/genre/topics/kaisetsu/e
ntry/7014(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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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가액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로부터 일정수의 해당히ㅗ사 주식
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140)라고 정의됨.
□ 일본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의 ‘발행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
주예약권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음. 예컨대, 보수지급을 위해 스톡옵
션으로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발행할 수도 있고,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와 결
합한 형태(신주예약권부사채)로 발행할 수도 있음.
□ 일본의 신주예약권은 미국식 워런트에 상응하는 일본 회사법상의 용어임.
이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발행목적에 제한이 없는 보편적 워런트임.141)
○ 따라서 일본에서 신주예약권은 자금조달수단, 벤처기업의 자본정책(창업
주의 경영권 안정수단), 우호적 M&A 과정에서의 단계적 자본제휴방법,
주주환원책,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
용됨.142)

(2) 연혁
□ 일본정부는 M&A의 활성화 및 그 방어수단 도입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
해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상법 개정으로 신주예약권을 도입
함.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에서는 이를 그대로 계승, 현행 일본회사법 제2
조 제21항에서는 신주예약권이란 주식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의해 당
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회사법상의 신주예약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미 ① 스톡옵션의 신주인
수권,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도입되어 있었음.
- 스톡옵션은 1997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되었음, 당시에 도입된 스톡옵션
에는 발행조건․취득자의 범위․발행주식수․행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 그
러나 2001년 상법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보수에서 분리, 회사는 제약이
없는 독립된 신주예약권을 누구에게나 발행할 수 있게 됨. 다시 말해
신주예약권의 단독발행과 신주예약권만의 매매가 가능해짐.143)

4. 일본의 포이즌필의 유형
139) 神田秀樹, 会社法 第17版 (2015), 162; 近藤光男, 最新 柱式会社法 第8版 (2015), 161; 太田洋 外 2人(代
表執筆), 新株豫約権ハンドブック 第3版 (2015), 4.
140) 江頭憲治郞, 柱式会社法 第6版 (2015), 779.
141) 김정호,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2016), 189-190.
142) 상세한 내용은, 김정호, 위의 논문, 194-221 참조.
143) 그러나 신주예약권부사채(예컨대 전한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의 형식으로 발행된 신주예약권은 사채와 분
리해서 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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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포이즌필은 주로 신주예약권제도를 이용하여 만듦.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➀ 매수자 이외의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차별적 행사조건이 붙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거나
➁ 일정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이 대표적임.
○ ➀은 예컨대,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일정비율(20%)의 주식을 취득
하거나 혹은 공개매수를 한 경우 그 시점에서 모든 주주에게 신주예약권
을 부여하되, 적대적 매수자는 차별적 행사조건에 의해 신주예약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➁는 적대적 매수자가 일정비율(20%)의
주식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서 매수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에게 신주예약권
을 배정하는 것임.
○ 이러한 차별적인 신주예약권을 주주전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SPC나 신탁은
행 등이 신주예약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의 방
식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게 되나, 이때에는 유리발행이 아닌 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신회사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주예약권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도 가능
함.
○ 종류주식인 취득조항부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을 조합하는 것으로도 신
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즉 매수자가
일정비율(전형적으로는 10%~20%)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조항부주식」을 이용하여 매수자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의결권제한주식으
로 전환하는 경우144)가 그것임. 이 방식의 방어수단은 매수자의 의결권은
희석시키지만 배당비율은 희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1) 포이즌필의 5가지 유형145)
□ 첫째, 주주배당형 포이즌필
- 평상시도입·유사시발동형으로 일정시점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대해 신
144) 대가를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여 취득조항부주식을 발행하면 가능함.
145) 권종호, “일본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한국법학원 (2017), 15-17에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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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약권을 배정하는 형태의 포이즌필. 다만 평상시도입·유사시발동형
의 주주배정방식이라 하더라도, 즉 기준일을 정해 사전에 일률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부여하더라도, 신주예약권이 주식과 함께 이전
하지 않는 때(隨伴性의 결여)에는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 신주예약권이 발동되면 “지분가치의 희석화”라는 재산상의 피해
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이즌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
본 판례의 입장임(리네코 사건).
□ 둘째, 사전경고형 포이즌필
- 주주배당형의 경우 최대의 고민인 수반성결여의 문제는 신주예약권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포이즌필, 즉 평상시에는 매수자가 등장할 경우 방어수단
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공시하여 사전경고만 해 두고(따라서 평상시에
는 신주예약권은 발행되지 않음) 유사시에 신주예약권을 주주배정의 방
식으로 발행함. 사전경고형의 경우 신주예약권의 행사를 발동시키는 사
건이 발생하면 그 시점의 주주에게만 신주예약권이 배정되므로 시장의
혼란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음.
□ 셋째, 신탁형 포이즌필 중 SPC(특별목적회사)를 이용한 방식(SPC형)
- 평상시에 회사가 매수자만이 행사할 수 없는 차별적인 조건이 부착된
신주예약권을 SPC에게 무상으로 발행(신주예약권의 양도는 제한)하고,
SPC(위탁자)는 신주예약권을 신탁은행(수탁자)에 신탁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신탁은행이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주주(수익자)에게 교부하
는 것임. 이 방식은 주주가 별도의 인수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주주전원에게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데 편리함. 그러나 신회사법에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주예약권무상배정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예약
권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넷째, 신탁형 포이즌필 중 직접방식
- 평상시에는 매수자만이 행사할 수 없는 차별적인 조건이 부착된 신주예
약권을‘신탁은행’에 무상으로 발행하고, 신탁은행(수탁자)은 주주(수익
자)를 위하여 신주예약권을 관리하다가 매수자가 등장하면(이때 수익자
를 확정) 신탁은행은 모든 주주에게 관리하고 있던 신주예약권을 무상
으로 교부하는 방식임. 일본유수의 운송회사인 西濃運輸株式会社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음. SPC형의 장점은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SPC을 따
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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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조건결의형 포이즌필
- 차별적 행사조건이 부착된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을 평상시에 정지조건부로 결의해 두는 것임. 신주예약권을 이용한다
는 점에서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의 한 유형이지만, 방어수단도
입의 단계에서는 실제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
전경고형 방어수단에 가까움. 적대적 M&A가 개시된 경우에 대상회사
의 주주와 경영진에게 정보, 시간 및 교섭력을 부여하기 위해 주로 이
용되고 있음. 신회사법에서는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도 회사가 강제로 취
득할 수 있는, 이른바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인정하였기 때문
에 종래에 비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포이즌필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음.

(2)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형
□ 현재 일본에서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방어수단(포이즌필) 중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유형은 사전경고형 포이즌필임.
- 사전경고형 방어수단이란 정관을 통해 적대적 매수자가 사전 경고에 따
르지 않는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방어수단을 발동할 수 있음을 경고해
두는 것을 의미함.
- 사전경고의 전형은 ① 대규모로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사회
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리고 ② 이사회가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대규모 매수행위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만일 이러한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매
수행위를 개시하면 회사는 이사회결의만으로 방어수단을 발동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전경고형 방어수단임.
- 평가기간에 관해서는 공개매수의 성질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
인데, 현금에 의한 전주식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정보제공을 완
료한 후 60일간, 그 이외의 경우에는 90일로 하는 것이 통례임. 현금에
의한 전부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주주를
위한 숙고기간, 이사회에 의한 검토 및 대체수단의 제시를 위한 기간은
짧아도 좋기 때문임.
- 사전경고에 따르지 않은 매수자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 중 주로 주식분할제도가 사용되었지만, 신회
사법 하에서는 매수자만이 행사할 수 없는 차별적인 조건이 부착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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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이른바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이 주로 이
용되고 있음.

5. 신주예약권의 발행 등에 대한 일본 회사법 규정
(1) 신주예약권 발행절차(모집사항의 결정과 공시)
□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교부되는 주식의 수, 행사할 때에 출자하여야 하는 재산의 가격
(권리행사가격), 행사가 가능한 기간(권리행사기간) 등 신주예약권의 내용
(법 제236조)과 함께 신주예약권의 수, 납입금액 등 모집사항을 결정하여야
함(법 238조 제1항).
□

모집신주예약권이란 ‘모집에 따라 신주예약권 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에게
배정하는 신주예약권’을 의미함.

□ 모집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함(법 제238조 제2항), 그러
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모집사항
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음(법 제239조 제1항). 모집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의
상한’과 ‘금전납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금전납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예약권 납입금액의 하한’을 정해야 함(법 제239조 제1항 1호
내지 3호).
□ 신주예약권에 관해 금전납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중에서 그것이 해당자
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인 때 및 금전납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
주예약권 납입금액 하한이 해당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 때에는 이사는
모집사항결정권을 위임받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조건 또는 금액으로
인수자를 모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법 제239조 제2항).
□ 그러나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유리발행’인지 여부
에 따라 모집사항의 결정 및 공시절차가 달라짐. 공개회사가 ① 신주예약권
의 납입금액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당사자에게 특히 유리한 조
건인 때」(법 제238조 제3항 1호), ② 유상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당사자
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인 때’(법 제238조 제3항 2호)에는 모집사항에 관한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야 함(법 제240조 제1항). 다만 이 때 모집
사항 등의 공시는 필요하지 않음(법 제2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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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예약권의 배정 절차
□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절차는 모집주식발행의 경우와 동일함(법 제242조
내지 제244조).
□ 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에 신
주예약권자가 됨(법 제245조 제1항). 그 결과 배정일에 신주예약권자의 신
주예약권은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기록되고(법 제249조) 공시가 이루어짐
(법 제252조).
□ 신주예약권의 무상배정은 지주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예약권
을 배정하기 위한 제도(법 제277조, 제278조)임.
□ 통상의 신주예약권의 발행절차에서도 주주배정의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신
주예약권이 발행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주주의 인수청약이 필요하고 이
에 따라 회사가 배정을 하여야 주주가 신주예약권자가 됨. 이에 반해 신주예
약권무상배정제도에 의하면 발행결의로 정한 효력발생일에 주주는 자동적으
로 신주예약권자가 됨(법 제279조 1항).

(3) 자기신주예약권
□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규제에 상당하는 규제가 없으므로
회사는 자유롭게 신주예약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음. 또한,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제도에 의해 회사가 신주예약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 다만 회사에게 자기신주예약권의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회사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회사법은 회사가
자기신주예약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법 제280조 제6
항). 한편 자기신주예약권의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4) 신주예약권의 행사와 소각
1) 신주예약권의 행사
□ 신주예약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에 신주예약권자가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면(법
제280조 제1항 내지 제5항) 그 자는 행사일에 주주가 됨(법 제282조).
□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법
제281조 제2항)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규제가 적용됨(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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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에 앞서 모집사항의 하나인 신
주예약권의 내용으로서 그 취지 및 현물의 내용·가액을 정하여야 함(법 제
236조 제1항 제3호).

2) 신주예약권의 소각
□ 일본 회사법은 주식소각제도를 자기주식의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실효
로 구성한 것처럼 신주예약권의 소각에 대해서도 모두 자기신주예약권의 소
각으로 구성함(법 276조).
□ 이에 따라 종래의 신주예약권의 강제소각제도는 폐지되고 회사에 의한 신
주예약권의 강제취득과 자기신주예약권의 소각으로 재구성됨. 이때 회사가
신주예약권을 강제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에 앞서 신주예약권의 내용으
로서 신주예약권의 취득사유나 취득대가 등을 정하여야 함(법 제236조 제1
항 7호, 제238조 제1항 1호). 이러한 정함이 있는 신주예약권을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이라고 함(법 제273조 제1항 1호).
□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취득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주식, 사채, 다른
신주예악권 등으로도 할 수 있음(법 제236조 제1항 7호 ニ~チ). 또한 취득
조항부신주예약권의 취득절차는 취득조항부주식의 경우와 같음(법 제273조
내지 275조).

(5) 합병 등의 경우의 승계
□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뿐만 아니라 합병,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신주예
약권의 승계가 인정됨.
□ 장래에 이러한 조직재편행위가 있을 경우 신주예약권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는 그 신주예약권의 발행에 앞서 모집사항의 하나인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서 신주예약권을 승계시키는 취지 및 승계의 조건을 정하여야 함(법 제238
조 제1항 1호, 제236조 제1항 8호).
□ 다만 실제로 신주예약권을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재편 시에도 합병계약
등으로 신주예약권의 승계에 관해 정해 둘 필요가 있음(예를 들면 합병의 경
우에는 법 제749조 제1항 4호·제753조 제1항 10호․법 제787조 제1항 1호·
제808조 제1항 1호 참조).

(6) 일본법상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는 신주예약권 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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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보유주주에게 신주예약권 무상배정
□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지분가치의 희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장기보유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있음(‘DOWA
지주회사’가 취하고 있는 방식).
□ DOWA 지주회사는 2006년 9월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동사
주식을 3년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에 0.05주의 신주를 교부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하였음. 3년간 계속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신주 1주를 1엔으로 취득할 수 있음.146)
□ 주식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안정주주를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주주 자체의 보유주식수도 증가시켜 적대적 M&A를
저지하려는 것임.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안정주주에게만 부
여하고 신주부여 비율도 기존주식의 5%로 제한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안정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나름 충실함,

그러나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또한 주식회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주주의 확보에도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시 주가보다 높게 설
정
□ 신일본제철은 설비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에 3천억 엔의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CB)를 발행하고 3개의 주거래은행이 이를 전
부 인수하였음.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 시의 주가보다 5할 정도 높게 설정’하여 평상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없애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이나 지분가치
의 희석화를 방지하면서도 매수자의 출현 등에 의해 주가가 고등한 경우에
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자가 일제히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이익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임.
□ 전환사채를 주거래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은 자금의 실수요가 있는 평상시에
는 거래은행은 본업인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자금공급자(대출자)로서 기능하
146) 신회사법은 기준일의 주주에게는 주식의 발행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당 기타 재산·주식 등을 배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 방어수단은 9월말 시점의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하고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소지를 없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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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유사시에는 안정주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서 거래은행이 종래 하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사채권자의
지위에서 부활시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함.

6. 시사점

□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신주예약권은 미국식의 포이즌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에서의 신주예약권에 대한 연구는 포이즌필로의 활용가능
성에 집중되어왔음. 그 결과 미국식의 포이즌필에 뒤지지 않는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신주예약권제도를 우리법에 들여오는 것이 미국식의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우리 상법상 일본의 신주예약권에 해
당되는 것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과 주식매수
청구권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사채발행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부여대상과
발행한도가 제한됨.
□ 우리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설계를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미국
식의 포이즌필 제도 이외에도 일본 회사법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조항과 실
무상 활용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됨.
□ 일본의 신주예약권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주인수선택권도 적대적 경
영권 인수 시도 상황에서 경영권방어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만약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제한하여 설계할 수는 있을 것임. 그 경우
에도 적대적 경영권 인수 상황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
호적 경영권 인수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호적 합병계약 체결 이후의 거래보
호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봄.
□ 다만,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지배구조코드의 도입으로 인해 대상회사가 경영
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합리성에 관해
예전보다 더 설명할 것이 요구되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대량매수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대상회사는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회사들은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 또
는 그 지속을 중단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도 경영권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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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

Ⅲ. 유럽연합
1. 개관

□ 포이즌필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에서의 규율은, 2004년 제정된 “공개매수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의 2004/25/EC 지침”(제13지침)(이하 ‘EU 지침’
또는 ‘지침’이라 함)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board neutrality rule)에서
찾아볼 수 있음.147)
○ 이사회 중립 규칙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사회가 사후적 방어수
단을 채택·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다만 규칙의 적용 또는 적용배제는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고(opt-out)
(제12조제1항), 적용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에 준하
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다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opt-in)
(제12조제2항), 나아가 적용을 선택한 회사가 제9조·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매수자에 의한 공개매수의 대상이 된 경우 회원국의 상호주의
(reciprocity) 채택으로써 대상회사에 대하여 그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제
12조제3항).
○ 이 규칙의 적용을 선택한 회원국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추인이 있는 경우에만 포이즌필을 채택·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사
회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미국식의 포이즌필의 행사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EU 지침은 공개매수(takeover bid)와 관련한 일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
럽연합에서의 상장회사에 대한 공개매수의 규율에 있어서 기본적 근거로서
기능해오고 있으며,148) 2012년에는 지침의 회원국법으로의 전위(transpositi
147)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OJ L 142/12, 2004.4.30., 12–23.
이 지침은 의무공개매수, 매도청구 및 매수청구, 정보의 공시 외에도 선택적 적용이나마 우리나라의 신주인
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에 관한 규율을 모두 하나의 지침으로써 정하여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148)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증권(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규율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것)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지침의 적용이 있으나(제1조제1항),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적용예외를 규
정하고 있음. ‘증권’(securities)이란 회사에서의 의결권을 갖는 양도가능한 증권만을 의미함(제2조제1항제e
호). 규율시장(regulated market)이란 증권, 파생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각 회원국이 작성한 규율시
장 목록에 포함되며 정규적으로 기능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시장을 말함(Council Directive 93/22/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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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지침 제20
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개매수에 관한 2004/25/EC 지침의 적
용에 관한 보고서”(이하 ‘2012년 보고서’라 함)가 발표된 바 있음.149)
□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는 주식소유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
로 평가되어 미국과 비교할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가 보다 많고,150)
공개매수의 방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의 규율범위 밖에 있는 지배적출자
구조(pyramid structures)나 상호주 보유(cross-shareholdings)도 상당 부
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15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제가 이루
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일정 정도 비슷한 실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있어
서도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더하여 EU 지침을 중심으로 한 유
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법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아래에서는 EU 지침을 중심으로 하여 포이즌필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기
로 함.

2. 방어수단의 분류와 포이즌필
(1) 사후적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필

□ 포이즌필은 공개매수에 대한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분류되고 있음.
○ 지침 제9조제2항에서는 특히 신주발행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나, 신주
발행 이외에도 포이즌필 등과 같은 사후적 방어수단에 대하여는 제9조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임.152) 포이즌필은 대표적인 방어수단이라 할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OJ L 141, 1993.6.11., 27–46).
149)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COM/2012/0347 final, 2012.6.28., 1-13.
2012년 보고서는 Marccus Partners가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공개매수지침 평가 보고
서”(Marccus Partners, “The Takeover Bids Directive Assessment Report” (2 Jul. 2012). 이하
‘Marccus 보고서’라 함)라는 외부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 그 밖에 지침의 성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
2002년 “공개매수 관련 쟁점에 대한 회사법전문가 고위그룹의 보고서”(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10 Jan. 2002). 이하 ‘2002년 보고서’라 함) 및 2007년 “유럽연합에서의 비례성 원칙에 관한 보고
서”(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Europe et al., “Report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 (18 May 2007). 이하 ‘2007년 보고서’라 함) 역시 지침과 관련을 갖고 있음.
150) Marccus Partners, op. cit., 35, 353.
151)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Europe et al., op. cit., 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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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2002년 보고서와 Marccus 보고서에서는 워런트의 발행을 사후적
방어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음.
○ 포이즌필과 같은 사후적 방어수단에 대하여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이사회 중립 규칙이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회원국법으로 전
위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한 방어를 할 수 없게 됨.

(2) 가치향상적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필

□ 포이즌필은 ‘가치향상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Marccus 보고서에서는 대상회사 및 그 주주의 입장에서의 가치와 관련하
여, 가치향상적(value-enhancing) 방어수단, 가치파괴적(value-destructiv
e) 파괴수단, 가치중립적(value-neutral) 방어수단으로 분류하고,153) 가치
향상적인 것으로는 자본금증가, 워런트를, 가치파괴적인 것으로는 핵심자산
처분, 자기주식 취득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는 백기사, 백지주, 배당금 지
급, 자기주식 처분, 역공개매수 등을 각각 들고 있음.154)
○ 이를 근거로 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포이즌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
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3. 포이즌필과 관련한 규율

□ 포이즌필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에서의 규율은 2004/25/EC 지침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에 따르나, 이 규칙의 적용 또는 적용배제는 회원국의 선
택에 달려 있음. 회원국이 이사회 중립 규칙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추인이 있는 경우에만 포이즌필을 채택·행사
152) ‘사후적 방어수단’에는 백기사(white knight), 백지주(white squire), 자본금 증가(capital increase), 부채
증가(debt increase), 자기주식 취득(share buyback), 자산 처분(sale of assets), 배당금 지급(dividend
payment), 자기주식 처분(sale of treasury shares), 역공개매수(pac-man defence), 워런트 발행(issue of
warrants) 등이 해당하고, 포이즌필 역시 워런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사전적 방어수단’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유럽연합의 차등의결권주식 관련 법리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153) Marccus Partners, op. cit., 187.
154) 그 밖에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증대시킴으로써 지배권을 향상시키는 것(복수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무
의결권우선주, 지배적출자구조), 지배권 고착(lock-in control)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우선권부주식, 의결권
분리예탁증명, 의결권상한제한, 소유상한제한, 초다수의결정족수), 특수한 회사형태(합자형태기업), 민영화 과
정과 관련된 것(황금주), 조정장치(주주 간 약정) 등으로 유형화할 수도 있음(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Europe et al., op. ci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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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됨.

(1) 이사회 중립 규칙 및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 이사회 중립 규칙(board neutrality rule)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가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방해금지 규칙’(non-frustrat
ion rule)으로 부르기도 하고,155) 이사회의 ‘소극성 규칙’(passivity rule)이
라 칭하기도 함.156)
□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을 제외한, 공개매수의 실
패(frustration of the bid)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특히 매
수자의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에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신주발행
이전에, 다음 단락에서 규정한 승인기간 내에서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함(제9조제2항 제1문).
○ 승인기간은 적어도 대상회사가 공개매수에 관하여 제6조제1항 제1문에
따른 정보를 접수한 때로부터 공개매수의 결과가 발표되거나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까지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원국은 대상회사가 공개매수가 임
박하였음을 알게 된 직후와 같이 더욱 이른 시점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제9조제2항 제1문).
○ 회사 영업의 통상적 과정의 일부를 이루지 않고 그 이행이 공개매수의 실
패를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서, 승인기간 이전에 결정이 이루어졌으
나 그 전부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추인 또
는 확정할 수 있음(제9조제3항).
○ 증권보유자의 사전승인·추인·확정을 위하여, 회원국은 통지 후 2주 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즉시(at short notic
e) 소집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제9조제4항).
□ 이러한 이사회 중립 규칙(board neutrality rule)은,
○ 공개매수 기간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회에게 다른 공개매수자(백기사)를
155) David Kershaw, Principles of Takeover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22 .
156) Klaus J. Hopt, “Takeover Defenses in Europe: A Comparative, Theoretical and Policy Analysis”,
20 Colum.J.Eur.L. 249, 258 (Summer 2014).
아울러 2012년 보고서에서는 이사회 중립 규칙을 지침의 목적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COM/2012/0347 final, 2012.6.28., 2). 또한 대상회사 이사회는 전체로서의 회사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하고 증권보유자들이 공개매수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기회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원칙 중 하
나에 해당함(제3조제1항제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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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매수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 즉 포이즌
필 등과 같은 사후적 방어수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을 받도록 함으로써,157)
○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하고 이사회의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권
한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공개매수를 용이하게 하여 지배권 시장의 활성
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158)
□ 제9조에 따른 이사회 중립 규칙은, 2002년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으로부터 연원하였다고 할 수 있음.159)
○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가 궁극적인 결정을 내
려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공개매수에 있어서 그 승낙 여부에 관하여 주주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념임.160)
○ 즉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가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협상책으로 사용될 수
도 있으나, 경영진의 이기적·기회주의적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고,161) 공개매수를 용이하도록 하여 역내시장에서의 자본의 자유로운
157) 유럽연합의 국가, 특히 영국에서는 주주총회(general meetings)를 연례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s)
와 특별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로 분류하고 있는데(Sarah Worthington, Sealy and
Worthington's Text, Cases, and Materials in Company Law, 11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12; Simon Mortimore, Company Directors - Duties, Liabilities, and Remedies,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162, 693 참조), 승낙기간이 원칙적으로 최대 10주인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주주총
회에서 이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임.
158) 제9조제2항에서 다른 매수자의 물색만을 허용한 것은, ‘가치극대화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음.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 역시 문제되는 원래의 공개매수의 실패를 초래하게 할 여지는 있으나, 매수자 간의 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매수가격을 상승시켜 대상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Mortimore, op. cit., 84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9조
제3항에서 회사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한 것은, 일응 ‘경영판단원칙’의 취
지도 고려하였다 할 수 있음.
159)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p. cit., 3.
160) 이는 2002년 보고서에서 경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공개매수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공개매수의 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공개매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주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
였음을 보여줌(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p. cit., 2).
161) Marccus Partners, op. cit., 185.
한편 이사의 이기적·기회주의적 행태의 제한과 관련하여, Marccus 보고서에서는 공개매수와 관련한 국면에
서도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고가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집행위원회는 단기
적 이익으로 평가하는 보수 결정 관행이 기업을 높은 위험 수준에 처하게 할 수 있는바 보수 구조는 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여야 하는 한편 사전결정 및 측정가능한 성과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퇴직
금은 2년 간의 고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주가 변동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 적어도 3년 이내에는 행사 또는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Commission Recommendation 2009/384/EC, OJ L 120,
2009.5.15., 22–27; 2004/913/EC, OJ L 385, 2004.12.29., 55–59; 2005/162/EC, OJ L 52, 2005.2.25.,
51–63; 2009/385/EC, OJ L 120, 2009.5.15., 28–31). 아울러 이와 같은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는 한, 스톡
옵션과 주식에 기반한 보수 체계는 공개매수 친화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Luca Enriques, “European Takeover Law: The Case for a Neutral Approach”, UCD Working
Papers in Law, No. 24/2010, 14 (15 D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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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사회 중립 규칙을 부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162)

(2) 이사회 중립 규칙에 대한 비판론

□ 지침에서 이사회 중립 규칙을 규정하여 사후적 방어수단의 행사에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합병, 분할 등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처럼
공개매수로 인한 지배권의 변동 역시 주주총회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방어수단의 채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지배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의사에 치우친 결정이 이루어져 소수주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게 됨.163)
□ 또한 주주의 의사로써 결정된 방어수단의 행사는 예외로 함에 따라, 차익만
을 노리는 헤지펀드와 같은 행동주의 주주(activist shareholders)가 매수자
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되어 공개매수에 찬성하고 방어수단의 행사에 반대하
는 경우 소수주주를 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164)
□ 이에 따라 이사회 중립 규칙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65) 이사
회 중립 규칙 및 방어파기 규칙의 적용 선택을 회원국이 아니라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이즌필은 편향되지 않은 수단인바 선택적 규정
(menu rule)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166)
등이 제기되고 있음.167)
162) 다만 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회원국에게 선택적 적용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제12조가 규
정됨으로써, 상기의 두 가지 원칙이 전면적으로는 구현되지는 못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163) Guido Ferrarini/Geoffrey Miller, “A Simple Theory of Takeove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42 Cornell Int’. L.J. 301, footnote 109 (Fall 2009).
164) Paul L. Davies et al., “The Takeover Directive as a Protectionist Tool?”, Law Working Paper, No.
141/2010,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2 (17 Feb. 2010).
165) Kershaw, op. cit., 353-355.
166) Luca Enriques/Ronald J. Gilson, “The Case for and Unbiased Takeover Law (with an Application to
the European Union)”, 4 Harv.Bus.L.Rev. 85, 124 (2014).
그 밖에 공개매수와 관련한 편향되지 않은 규율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립 규칙과 1주 1의결권 규칙은 임의
규정(default rule)화하는 반면에 방어파기규칙은 강행규정으로 삼아야 하고(Enriques/Gilson, op. cit., 120),
이 경우 신규상장회사와 기존상장회사를 분리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음
(Enriques/Gilson, op. cit., 123-124).
167) 유럽연합의 공개매수 관련 법리를 미국과 비교한다면, 의무공개매수, 이사회 중립, 방어파기로 구성되는 유
럽연합의 공개매수 규율 체계는 미국보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가 보다 많은 유럽의 상황에서 주주의 직
접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와 같은 일률적 제한이 없고 방어
수단의 채택에 있어서 이사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상대적으로 경영진을 보다 보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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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주의

□ EU 지침의 내용 중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과 제11조의 방어파기 규칙의
경우만은 회원국의 선택적 재량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나
(제12조제1항),
○ 회원국 차원에서 적용을 배제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변경의 의
결정족수에 준하는 결의로써 제9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며(제12조제2항),
○ 대상회사가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매수회사
및 그 매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의하여 공개매수가 이루
어진다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다시 회원국은 대상회
사에 대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호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음(제12조제3
항).
□ 이 경우 회원국의 경우 제9조 및 제11조의 전위 여부(opt-in / opt-out)와
상호주의(reciprocity) 채택 여부에 관하여 각국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의 경우 제9조 및 제11조가 전위되지 않았다면 다
시 그 적용의 선택(opt-in)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선택할 수 있
음(제12조제5항).168)
□ 상호주의에 따라 권리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정한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함(제11조제5항).

(4) 회원국별 전위 현황

법체계라고 할 수 있음(Marco Ventoruzzo, “Europe’s Thirteenth Directive and U.S. Takeover
Regulation: Regulatory Means and Political and Economic Ends”, 41 Tex.Int'l.L.J. 171, 219 (Spring
2006)). 또한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판단원칙으로써 이사의 의무 위반을 심사하도록 하고,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방어수단을 채택·사용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위 보전이 아닌 회사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합
리적 근거에 입각하였다는 점과 방어가 위협에 대하여 비례한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다 향상된 의무를
부과하는 Unocal 기준이 적용되고(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Supr.
1985)), 해산이나 자산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는 Revlon 기
준을 적용함(Revlon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506 A.2d 173 (Del. Supr. 1985)). 이와 달리
EU 지침에서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하고, 이사회의 권한·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규율을 하지 않
으며, 위협과 방어 간의 비례성이 아닌 위험과 지배 간의 비례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이념을 더 중
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168) 회원국의 채택 여부, 회사의 채택 여부, 상호주의 채택 여부에 따라 선택지별로 나뉘는 적용 체계도는,
Marccus Partners, op. cit., 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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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2개 회원국 중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하여 15개
국이 이사회 중립 규칙을 회원국법으로 전위하였음(opt-in),169)
○ 다만, 15개국 중 사이프러스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지침 발효 이전에 이
사회 중립 의무를 회원국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고 함.170)
○ 이사회 중립 규칙을 전위한 15개국 중 5개국만이 상호주의를 채택하였
음.171)
□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2개 회원국 중 독일 등 7개국만이 이사회 중립
규칙의 적용 배제를 선택하였음(opt-out).172)
○ 다만 독일은 지침의 전위 이전에 이미 완화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
데,173)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업인수법에서 둔 이사회 중립
의무가 바로 그것임. 독일의 법리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주의 승
인 이외에도 감독이사회의 동의로도 방어수단의 채택·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음.
○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들 국가의 회사가 다시 규칙의 적용을 선택한
(voluntary opt-in)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고, 따라서 상호주의
(reciprocity) 규정은 문제되지 않음.
- 다만 독일과 같이 지침을 전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회원국법에
서 완화된 일반규정을 두고 있었던 경우, 회사는 회원국법에 따른 이사
회 중립 규칙을 배제하고 지침에 따른 이사회 중립 규칙을 선택할 수도
있고,
- 독일의 경우 상호주의를 채택한바 그 적용이 없는 회사에 의하여 공개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대상회사는 이사회 중립 규칙의 적용으로부터 면
제되나, 이 경우 다시 대상회사는 회원국법, 즉 독일의 기업인수법에 따
른 이사회 중립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됨.174)
○ 이사회 중립 규칙의 적용배제를 선택한 7개국 모두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호주의를 채택하였음.175)
169)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루마
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Marccus Partners, op. cit., 190).
170) Marccus Partners, op. cit., 191.
171)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Marccus Partners, op. cit., 190).
172) 독일,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Ibid.).
173) Marccus Partners, op. cit., 190.
174) Marccus Partners, op. cit., 193.
175) 독일,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Marccus Partners, op. ci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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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이즌필과 관련한 최근의 현황

□ 포이즌필과 관련한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대부분의 상장회
사가 포이즌필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할 수 있음.
○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어느 형태의 포이즌필이라도 채택하고 있
는 회사는 FTSE Russell 3000 지수의 경우 175개에 불과하고,
○ 더구나 2015년 1월과 비교할 때 1년여 만에 2.6%의 수치 하락이 발생하
였음.176)

4. 시사점

□ EU 지침에서는 선택적 적용의 대상이나마 이사회 중립 규칙을 채택함으로
써,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177)
○ 특히 이사회의 중립 규칙과 방어파기 규칙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구
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나, 양자를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적용 또
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럽연합의 공개매수 관련 규율의
통일·조화의 측면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남긴다고도 할 수 있음.
○ 주의할 것은 후술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의 법리에 있어서
상장회사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EU 지침에서 정한
규율을 따른다는 점임. 따라서 회원국이 EU 지침의 적용배제를 선택한 경
우 등 지침의 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만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주식이 방어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됨.
□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포이즌필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서는,

176)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What’s (Really) Hot: A QuickScore Analysis of 2015’s Real Go
vernance Trends” (8 Jan. 2016). <https://www.issgovernance.com/whats-really-hot-quickscore-analys
is-2015s-real-governance-trends/> 2017.12.23. 방문.
177)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도 논의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 및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조정’에 관한 주주이익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고려주의 등 일반적인 논의로는, Stephen
M. Bainbridge, “Director Primacy: The Means and Ends of Corporate Governance”, 97 Nw.U.L.Rev.
547 (Winter 2003), 손창완, 진보 회사법 시론-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2017.3.15. 등
참조.
공개매수와 관련한 국면에서의 구체적 논의로는 Chrispas Nyombi et al., “Shareholder primacy and
stakeholders’ interests in the aftermath of a takeover: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I.B.L.J. 2,
161-186 (2015); Kershaw, op. cit., 1-30; Marccus Partners, op. cit., 31-3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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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제9조제2항에서 주주 의사결정의 원칙에 따라 신주발행 등 방어수단
의 채택에 대하여 이사회가 승인기간 내에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 중립 규칙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이사회에 상당한 재
량이 부여되는 미국식 포이즌필의 사용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예
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있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추인이 있
는 경우 포이즌필의 채택이 가능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전의 포괄승인을 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
을 두었다 하더라도, 미국식 포이즌필과 같이 발동기준으로서의 주식취득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재량으로 포이즌필이 (채택·)행사되도록
하는 것은,
- 취득비율 외에 다른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기회주의적 판단이
나 잘못된 판단을 통제하기 어려운 포괄적 승인이라 할 수 있고,
-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제안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였을 공개매수에 대하여 이사회가 포이즌필을 행사한다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 결국 주주의 공개매수에 관한 판단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임.
○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사전승인의 결의를 하여 포이즌필이 취득비율을 넘
어서면 이사회의 별도의 행사 없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한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에 의한 별도의 행위가 없고 포이즌필의 자동 발동에 따른 구체적 실
행만을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어서,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무에 관한 제9
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178)
- 적대적 공개매수뿐만 아니라 우호적 공개매수까지도 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취지를 관철한다면 기존의 사전승인을 주
주가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은 아닌바,
- 이 경우에까지 주주가 그 의사를 재검토하여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배
제한 취지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의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도, 취득비율만을 기
준으로 하여 정관의 근거를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적
으로 제한하기 곤란하고 주주의 판단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
서, EU 지침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
178) 특히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사회에게 포이즌필의 상환에 관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그러할 것임
(Kershaw, op. cit.,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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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우리 현행 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신주발행에 있어서 제
3자 배정의 요건인 ‘경영상 목적’에는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179) 이는 우리 대법원 역시 이사회 중립
규칙의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이며, 상법의 개정
으로써 근거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포이즌필의 사용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더라도 매수자만을
차별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공개매수에 있
어서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제안을 하도록 한 취지나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력 부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포이즌필의 효력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180)
○ 그 밖에 미국에서의 포이즌필의 운용은 고도로 발달된 법적·사회경제학적
기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인바, 다
른 국가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리까지도 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지
적도 제기되고 있음.181)
□ 요컨대, EU 지침의 주요 규율인 의무공개매수, 이사회 중립, 방어파기로써
달성하려고 한 ‘공개매수 실행 용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 ‘소수주주 보호’
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과 관
련한 논의나 공개매수 전반과 관련한 논의는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와 관련한 회사법상 전체적 논의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음.
○ 공개매수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여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은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의 회원국 간 공개매수에만 국한될 이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공개매수를 제외하
고는,182) 국내기업 간의 공개매수 등 지배권 거래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179)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0) 매수자를 제외한 주주에게만 포이즌필을 인정하여 매수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연상케 함. 신주인수선택권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평등원칙과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것임.
181) Sang Yop Kang, “Transplanting a Poison Pill to Controlling Shareholder Regimes - Why It Is So
Difficult’, 33 NW. J. Int'l L.&Bus. 619, 674 (2013).
182) 국가의 기간산업 등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특별법에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황금주와 같은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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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의 촉진과 비례성 원칙의 존중을 기본적인 규율이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또한 소유집중도가 높은 편이고 지배주주의 존
재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보호
를 강조한다는 취지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율에 있어서 경청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유럽연합의 공개매수 관련 규율에 관하여 공격방법을 규제하는 동시
에 방어방법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183) EU 지침의
주요 제도들 간에는 체계적 균형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공격을 제한하는 의무공개매수 규칙과 방어를 제한하는 이사회 중립 규칙
및 방어파기 규칙은 일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어느 하나
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균형상 대척점에 위치하는 제도의 도입,
또는 적어도 그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고려까지도 동시에 같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영국
1. 개관

□ 영국의 2006년 회사법상 회사의 정관이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라
면 이사에게 주식을 배정하거나 주식의 인수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부
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므로(제549조제1항, 제551조), 포이즌필의 사용
가능성이 일응 열려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이사의 의무 중에서도 특히 제171조제b항의 수권
목적에 따른 권한행사 의무 또는 부적절 목적 주의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짐
과 더불어,
○ 이사에게 정관 등으로 포이즌필의 채택에 관한 수권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 포이즌필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개매수가 임박한 경우 또는 공개매수 기
간 중에는 바로 그 시기에 있어서의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되므로(공개매수
규준 제21.1조), 미국과는 달리 주주의 승인 없이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것
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184)
183) 권종호, “우리나라 경영권방어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을 소재로”, 선진
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2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5. 10.), 99-100.
184) Wai Yee Wan, “Takeovers and countering short-termism in target boardrooms: Part 1”, (2013) 34
(2) Comp. Law. 43, footnot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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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포이즌필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법리는 2004년의 EU 지침 제정 이전부터 유럽연합
의 여러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185)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도
주요제도에 관하여 영국의 모델을 채택하였다고 평가되는 등 영국의 법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수 있음.186)
○ 따라서 이사회 중립 규칙(방해금지 규칙)은 물론이고 의무공개매수 규칙
등 EU 지침상 주요제도의 근저에 있는 내용의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도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후속절차가 남아있고 또한
기존의 영국 법리가 오히려 지침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탈
퇴 이후에도 기존의 법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여
전히 그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
의결권주식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 역시 EU 지침을 따르는 것은 물론임.
○ 규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개매수 및 합병에 관한 런던금융가 규
준”(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Takeover Code. 이하 ‘공개
매수규준’ 또는 ‘규준’이라 함)이라 할 수 있음.187) 공개매수규준이 적용되
는 공개매수 및 합병의 감독·규제는 ‘공개매수·합병 위원회’(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Takeover Panel, 이하 ‘공개매수위원회’ 또는
‘위원회’라 함)에서 담당함.188)
185) Hopt, op. cit., 258.
186) Martin Gelter/Alexandra M. Reif, “What is Dead May Never Die: The UK’s Influence on EU
Company Law”, 40 Fordham Int’l L.J. 1413, 1416 (Aug. 2017).
187) Takeover Panel, The 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12th ed.), (12 Sep. 2016).
영국에서의 공개회사(public company) 및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와 관련한 공개매수는, 매수자의 제
안에 의한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든 또는 회사재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으로 이루어지든 모두 규준에
의하여 규율되고(규준 제12.1조, Takeover Panel, op. cit.(Takeover Code 2016), A3), 공개매수와 관련한
시기, 조건, 이사회의 권한, 공시대상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부분 공개매수규준에 의하여 규율되게
됨(Kershaw, op. cit., 65). 또한 EU 지침은 대상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적용이 있으나(지침 제1조제1
항), 공개매수규준은 상장회사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영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개회사(public
companies), 폐쇄회사(private companies), 유럽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에 적용됨(Takeover Panel,
op. cit.(Takeover Code 2016), A3).
188) 1968년 3월에 최초의 공개매수규준이 시행됨에 동시에 공개매수위원회도 설립되어 규준을 제정·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Kershaw, op. cit., 65-66.), 위원회는 36인 이하의 위원으로서 구성되고,
내부기관인 집행부, 청문위원회, 규준위원회 외에 별도의 기관인 공개매수항소위원회(Takeover Appeal
Board)도 두고 있음. 회원국별로 공개매수의 감독기관을 정하도록 한 EU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국에서
는 기존부터 설립·운영되어온 공개매수위원회를 공개매수의 감독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규준 및 위원회에 의
한 자율적 규제 또는 시장에 의한 규제는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 등을 갖는바 공개매수의 규율에 있어서 보
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Kershaw, op. cit., 66, 110, 11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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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지침의 전위에 따라 제정된 2006년 회사법 제28편의 ‘공개매
수 등에 관한 규정’과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제10편제2장
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 역시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서 주요한 역할
을 차지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포이즌필과 관련한 방해금지 규칙(이사회 중립 규칙)에 관하여
2006년 회사법 및 공개매수규준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함. 유럽연합의 법리에서 살펴본 내용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재론하
지 않기로 하고, 차등의결권주식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후술하기로 함.

2. 2006년 회사법상 포이즌필 관련 규율
(1) 포이즌필과 관련한 이사의 권한

□ 2006년 회사법에서는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 등 외에
는 주식을 배정하거나 주식의 인수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부여할 수
없음(제549조제1항 본문, 제a항, 제b항). 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
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신주발행 등으로 지분 및 의결권의 희석화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주주 스스로가 해당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회사의 정관이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사에게 주식 배정
등의 권한이 인정됨(제549조제1항 단서, 제551조).
- 회사의 정관이나 회사의 결의로써 수권받은 경우 이사회가 주식의 배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최대상한을 명시하는 한편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
여·갱신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제551조제1항,
제3항, 제4항).
-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이더라도 일정한 경우 주식의 배정 등을
할 수 있음(제551조제7항).
- 또한 승인의 부여·변경·철회·갱신에 관한 회사의 결의는 정관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통상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51조제8항).
○ 그 밖에 한 종류의 주식을 갖는 폐쇄회사의 경우(제549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제550조 단서에 따라 다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주식 배정 등의
권한을 배제할 수도 있음) 및 근로자 주식보유계획에 따른 주식 배정이나
그 배정된 주식에 관한 인수권·전환권의 부여의 경우(제549조제2항), 이사
는 주식의 배정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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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신주발행에 대한 제한으로는 1980년 이전의 경우 충분한 수권자
본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의 77/91/EEC 지
침(제2지침)189)의 이행에 따라 1980년부터 시행된 현행 회사법 하에서 주주
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채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배정과 관련
한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제549조, 제551조), 나아가 공개회사에서는
주주의 우선적 신주인수권 포기(waiver of pre-emption right)에 있어서도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제561조).
□ 요컨대, 이와 같이 영국의 회사법제상으로는 회사의 정관이나 결의에 따른
승인을 조건으로 포이즌필의 채택이 가능할 여지가 있음.
○ 회사의 정관이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이사는 주식 배정 등의 권
한을 행사할 수 있고(제549조제1항 단서, 제551조), 워런트의 중간배당이
가능하며,190) 워런트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매수자와 다른 주주들 간의
차별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191)
○ 그러나 후술하는 것과 같이, 제549조제1항 단서 및 제551조에 따라 이사
회에게 정관 등으로 포이즌필의 채택에 관하여 수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포이즌필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개매수가 임박한 경우 또는 공개매수 기간
중에는 바로 그 시기에 있어서의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되므로(공개매수규
준 제21.1조), 미국과는 달리 주주의 승인 없이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192)
○ 차별적 취급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2006년 회사법 제549조, 제551
조, 제561조 외에도 상장규칙 제7.2.1AR조의 우량상장(premium listing)
제5원칙에서는 우량상장(premium listing)회사의 경우, 같은 상황(same
189) Second Council Directive 77/91/EEC of 13 December 1976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
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other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
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58 of the Treaty, in respect of the formatio
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ir capital,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OJ L 26, 1977.1.31., 1–13.
제2지침 제42조에서는 회원국에게 같은 지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였음. 77/91/E
EC 지침(제2지침)은 2012/30/EU 지침(Directive 2012/30/EU, OJ L 315, 2012.11.14., 74–97)으로써 폐지
되었고, 2012/30/EU 지침 제46조에서 같은 내용을 정하였음. 2012/30/EU 지침도 다시 2017/1132 지침(Dir
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
rtain aspects of company law, OJ L 169, 2017.6.30., 46–127)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현재 2017/1132 지
침 제85조에서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음.
190) 공개회사표준정관(Model Article for Public Companies (21 Nov. 2014) <https://www.gov.uk/guidance/
model-articles-of-association-for-limited-companies#old-model> 2017.11.23. 방문) 제70조제1항, 제51
조제1항.
다만, 이는 공개매수의 국면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공개매수에 있어서는 공
개매수규준 제21.1조의 주석에 따라 통상적인 중간배당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음.
191) Kershaw, op. cit., 336.
192) Wan, op. cit., footnot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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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에 있는 같은 종류의 자본금구성주식(equity share)의 보유자는
그 부착된(attaching) 권리에 관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193)
○ 첫째, 포이즌필상의 권리는 주식에 부착된 권리라기보다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이고, 둘째, 매수자는 취득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
으로써 워런트의 조건을 위반하였기에 워런트와 관련하여서는 동등하지 않
은 대우라고 할 수 없으며, 셋째, 회사의 성공을 촉진함에 있어서 주주들 사
이에서 공정하게 행위할 필요성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한 2006년 회사법
제172조제1항 본문 및 제f항은, 행위에 앞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결과로서의 동등 또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결국 어느 경우에나 포이즌필의 발동과 관련한 차
별적 취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음.194)

(2) 수권목적 기준 등에 따른 포이즌필의 규율

□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는, 2006년 회사법 제171조제b항의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 또는 ‘부적절 목적 주의’에 따
라 대부분의 방어수단의 채택에, 그리고 모든 방어수단의 사용에 주주의 승
인이 요구됨.195) 즉, 이사회가 포이즌필과 같은 방어수단을 채택하고 이를 사
용함에 있어서는, 공개매수규준 제21.1조에 따른 규율과 더불어 이 의무의
내용에 따른 규율도 이루어지게 됨.
□ 이사는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데(제171조제b항),
이는 2006년 회사법 제정 이전의 보통법상 원칙인 ‘부적절 목적 주
의’(improper purpose doctrine)로부터 유래함.196) 이에 따른 규율은 공개매
수와 관련한 이사의 규율에 있어서는 방해금지 규칙(이사회 중립 규칙)과 유
193) Financia Conduct Authority, Listing Rules(Release 23), (Jan. 2018)).
영국에서의 우량상장(premium listing)의 경우 유럽연합의 최소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영국법상 관련 규정
에 부합하는 종합회사(trading company)와 폐쇄형·개방형 투자법인의 자본금 꾸성 주식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표준상장(standard listing)의 경우 유럽연합의 최소 기준의 준수만이 요구됨(LSE / Listing Regime <http://
www.londonstockexchange.com/companies-and-advisors/main-market/companies/primary-and-seconda
ry-listing/listing-categories.htm> 2017.12.5. 방문; FSA / Listing Regime <http://www.fsa.gov.uk/pages/
Doing/UKLA/regime/index.shtml> 2017.12.5. 방문).
194) Kershaw, op. cit., 336.
195) Kershaw, op. cit., 336.
196) Eclairs Group Ltd v JKX Oil & Gas plc [2015] UKSC 71, para 14; Kershaw, op. cit., 311;
Mortimore, op. cit.,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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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내용으로서 기능하게 됨.
○ ‘부적절 목적 주의’ 또는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에
따라, 이사가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수권된 각각의 권한을 사용할
의무가 부과됨.
○ 부적절 목적 주의는 형평법상의 원칙인 ‘권한 남용’(fraud on a power)으
로부터 기원하는데, 여기에서의 ‘fraud’는 보통법상의 의미인 ‘부정직’ 또는
‘부도덕’의 의미가 아니라, 보통법상으로는 정직하고 나무랄 데 없는 것이
지만 형평법상 원칙의 관점에서는 ‘비양심적’인 것을 의미함.197) 이사회의
권한이 부적절한 목적 내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된 경우에 있어서,
이 의무는 권한유월(excess of power)이 아닌 권한남용(abuse of power)
과 관련되는 것임.198)
□ 결국, 제551조에 따른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포이즌필의 발행권한을
수여받은 경우이더라도, ‘부적절 목적 주의’ 또는 제171조제b항에 따른 ‘수권
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에 의하여 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도 주주가 그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
이므로, 이사회는 그 권리에 대하여 의도적인 간섭을 할 권한이 없으나,199)
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기하여 이사회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성적인 이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경
우라면, 이사회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200)
197) Mortimore, op. cit., 268.
198) Mortimore, op. cit., 269.
199) Hogg v Cramphorn Ltd [1967] Ch 254; Howard Smith Ltd v Ampol Petroleum Ltd [1974] 1 All
ER, 1133.
200) Criterion Properties Plc v Stratford Properties LLC & Ors [2002] EWC 496 (Ch).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원고는 영국의 공개회사인 Criterion이었고, 피고는 미국의 부동산투자
회사인 Oaktree의 자회사인 Stratford였음. Criterion와 Oaktree는 영국에서의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합작투
자(joint venture) 형식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설립을 위하여, 1998년 1월에 ‘투자 및 주주 약정’(i
nvestment and shareholders’s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2000년 3월에는 Criterion에 대한 공개매수 관련
소문이 유포됨에 따라 Criterion의 경영진 2명까지 약정의 당사자가 되어 1998년의 약정을 개정하는 ‘2차보
충약정’(second supplementary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Criterion의 지배권 이전, 즉 적대적 공개매수가
이루어지거나 그 경영진 2명이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경우, Oaktree가 보유한 합자
조합의 지분에 관하여 put option을 부여하여 Criterion이 이를 상당한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
음. 원·피고 모두 이를 ‘poison pill’로 지칭하였음. 이후 예상되었던 적대적 공개매수는 무산되고 그 후로도
공개매수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보충약정을 폐기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었음. 그러나 이후 경영진 1
명이 이사회에 의하여 해임되면서 Criterion은 4백만 여 영국파운드에 달하는 Oaktree의 지분을 매수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약정의 체결이 이사회 권한의 부적절한 목적으로서의 사용인바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2차보충약정의 무효를 구하는 약식결정(summary judgment)을 법원에 청구하였음.
1심(High Court)은 해당 약정이 예상되는 공개매수에 대하여 비례적이지 않은 수단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으나, 본문에서와 같이 이사회가 정당하게 결론 내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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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회사가 운영불능 및 무자력(impotence and beggary)에 이른 경
우나,201) 남용 또는 그와 유사한 부당(oppression or similar impropriety)
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202)
□ 또한 주주의 승인에 의하여 포이즌필이 채택된 경우를 가정할 때, 매수자가
일정한 주식취득비율을 넘어선 경우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171조제b항 이외에도 제172조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203)
○ 회사의 이사는 성실하게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가장 촉진할 것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상결과, 근로자의 이익, 공급자·소비자 등과의 영업상 관계
발전의 필요성, 공동체·환경에 관한 영향, 회사의 평판 유지, 주주들 사이에
서 공정하게 행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제172조제1항).204)
○ 제172조의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는 제171조제b항의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와 함께 공개매수 국면에서의 이사의 기회주
의적 행동 등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포이즌필을 이
사회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사회는 공개매수에 따른 가
치증감을 비교하여 장래의 회사 가치와 매수에 따른 가치상승을 비교하여,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205)
2심(Court of Appeal) 역시 이를 명백히 비례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보았고(Criterion Properties Plc v. Stra
tford UK Properties LLC and others [2002] EWCA Civ 1783), 3심(House of Lord)에서도 해당 쟁점에
관하여는 그 결론이 유지되었음(Criterion Properties plc v. Stratford UK Properties LLC & Ors [2004]
UKHL 28).
이 사안은 공개매수의 대상회사가 아닌 별도의 합자조합의 지분에 관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
되는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이 call option이 부여되는 flip-in 형태가 아니라 put option이 부여되는 back-end
형태에 관한 것이나, 역시 매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어수단으로서 부적절 목적 주의에 관하여 일정한 예
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201) Cayne v Global Natural Resources, Unreported (Lexis) (1982) (Kershaw, op. cit., 313에서 재인용).
202) Hogg v Cramphorn Ltd [1967] Ch 254; Howard Smith Ltd v Ampol Petroleum Ltd [1974] 1 All
ER, 1133.
203) 일정한 경우 이러한 2가지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
사되는 것으로 성실히 믿었더라도 부적절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Mortimore, op. cit., 268).
204) 제172조에서는 의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에 대응하
는 2006년 회사법 제정 이전의 보통법상의 의무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행위할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로서, 일반적인 회사의 이익을 촉진할 적극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회사의 이익을 촉진할 의무로 이해되고 있음(Kershaw, op.
cit., 299).
205) 이 의무에 관한 핵심적 쟁점은 누구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인가에 관한 것임. 즉, 포이즌필을 이사회의 재량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누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회사의 성공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될 것인가가 문
제됨.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도록 하고 주주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위하도록 한바 특정 주주 개개인이나
지배주주 또는 다수주주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할 수 있음(Mortimore, op. cit., 280). 보통법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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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영미법상의 ‘주의의무’(duty of care)라 할 수 있는 제174조의 ‘합
리적 주의·능력·근면을 기울일 의무’에 따른 규율도 이루어짐. 포이즌필을 이
사회가 그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전술한 것과 같이 제1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고려 여부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206) 이사회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 표명, 관련 사항
의 공시 등 주의의무 및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모두 관
련한 규율이 이루어질 것임.

3. 공개매수규준상 포이즌필 관련 규율
(1) 방해금지 규칙

□ 현행 공개매수규준 제21.1조에 따라,207) 공개매수 과정 동안이나 매수제안
일 이전에도 대상회사 이사회가 진정한 공개매수가 임박하였다고 신뢰할 근
거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실행된 공개매수 또는 가능성 있
는 진정한 공개매수의 실패를 초래케 하거나 주주가 공개매수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기회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취하는 것은
금지됨.
□ 전술한 형평법상 ‘부적절 목적 주의’(improper purpose doctrine)에 해당하
는 2006년 회사법 제171조제b항의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통하여서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내용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
음.208) 다만 형평법상의 방해금지 규칙이라 할 수 있는 '부적절 목적 주의'와
비교할 때, 이사회가 취한 행위의 의도나 목적은 규준 제21.1조의 적용에 있
는 현재 및 장래의 주주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인 것으로 보았다고 하나(Brady v Brady [1988]
BCLC579; Gaiman v 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1970] 2 All ER 362(장래의 주주의 이익
역시 회사의 이익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란 특정 시점에 있어서 주주가 된 구체적 개
인이 아닌 회사의 구성요소로서 의사결정권자인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전체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Kershaw,
op. cit., 299-300)), 제170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2조제1항 각 호에서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
까지도 언급하고 있음. 제172조제1항 본문에서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명시한 점이나 제170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7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절차적 준수사항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것임(Kershaw, op. cit., 300; Mortimore, op. cit., 842). 아울러 이러한 절차적 의무
의 준수는 제174조의 주의의무에 따라 심사됨(Kershaw, op. cit., 300). 즉,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
위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도에서만 고려될 뿐이라고 할 수 있음
(Kershaw, op. cit., 354).
206) Kershaw, op. cit., 300.
207) 공개매수규준은 1985년 4월 19일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6년 9월 12일 12차 개정이 있었음. 규준의 일반
원칙은 EU 지침의 일반원칙과 동일한바, 마찬가지로 제3원칙에서 방해금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208) Kershaw, op. ci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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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관련이 없음.209)
□ 요컨대, 영국에서도 공개매수 이외의 국면에서는 이사에게 정관 또는 주주
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거나 주식의 인수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
을 부여될 수 있으나(제549조제1항), 공개매수의 국면에서는 규준 제21.1조
의 적용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어 사실상 미국식의 포이즌필의 행
사는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개매수의 과정 동안 또는 공개매수 개시일 이전이더라도 대상회사의 이사
회가 진정한(bona fide) 공개매수가 임박하였다고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210)
○ 공개매수 또는 발생가능한 진정한 공개매수의 실패를 초래케 하거나 주주
가 공개매수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기회를 배제하는 행위(제21.1조
제a항)
○ 신주의 발행, 자기주식의 이전·매도 및 그에 관한 동의, 주식의 상환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21.1조제a항제ⅰ호)
○ 미발행주식에 관한 인수권(option)의 부여 또는 발행(제21.1조제a항제ⅱ
호)
○ 주식으로의 전환권 또는 주식의 청약권이 있는 증권의 창설·발행 및 그에
관한 동의(제21.1조제a항제ⅲ호)
○ 대규모 자산의 매도·처분·취득(의 동의)(제21.1조제a항제ⅳ호)
○ 통상의 영업에 속하지 않는 계약 체결(제21.1조제a항제ⅴ호)
□ 이처럼 공개매수규준 제21.1조에서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또는 공개매수가
임박한 경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는 공개매수의 실패
를 초래케 하는, 즉 공개매수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판단 기회를 배제하는 방
어수단을 채택·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211)
209) Kershaw, op. cit., 324.
이 점은 공개매수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는데, 이사의 주관적 의도 역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본질적인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평
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음(Takeover Panel, ‘Consolidated Gold Fields Plc’ (1989/7), 12)).
210) 또한 제21.1조에서는, 의도하는 행위가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공개매
수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하고, 관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는 공개매수 또는 예상되는 공개매수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의도하는 행위가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이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의무에 따른 것인 경우이거나 의도하는 행위의 채택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의 개시 이전에 결정된 경우로서
기간 개시 이전에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졌거나 기간 개시 이전에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영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주주총
회의 소집·개최 생략에 관한 공개매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211) 방해금지 규칙은 공개매수를 좌절케 하거나 주주의 판단기회를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간명하게
공개매수행위 및 주주의 의사결정의 양자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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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가 임박한 경우에 있어서 방해금지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EU 지침 제9조제2항의 회원국별 재량 부여에 따른 것임. 임박한 시기보다
도 이전에 완료된 방어수단에 대하여는 규준 제21.1조의 적용이 없음.212)
○ 임박한 시점에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행 완료에 관한 계약상 구
속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규준 제21.1조의 적용이 있음.213)
□ 방해금지 규칙의 적용 제외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공개매수위
원회의 면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
○ 이사회가 행위를 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하는바, 이사회에게 공개매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허용하는
사전의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준 제21.1조의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214)
○ 다만 매수자가 방해금지 규칙의 적용 제외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방어수
단의 사용에 관하여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에 의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위원회에 의한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가 있
음.215)
□ 규준 제21.1조제b항 각 호의 행위는 같은 조 제a항의 구체화로서 방해금지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개매수의 방어를 위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행위를
망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216) 따라서 제b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이더라도 제a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모두 방해금지 규칙이 적용됨.217)
○ 이 규정의 주석에서는 중간배당(interim dividends) 또한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218) 미국 등에서 통상적
으로 중간배당을 통하여 포이즌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경우, 이
역시 포이즌필을 제한할 수 있는 한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신주발행은 물론이고 인수권(option)의 부여 역시 금지된다는 점을 명언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재량으로 채택·행사하는 flip-in 형태 및 flip-out
212) Kershaw, op. cit., 323.
213) Kershaw, op. cit., 323-324.
214) Kershaw, op. cit., 327.
215) Takeover Panel, op. cit.(Takeover Code 2016), I 19, I 21.
216) Kershaw, op. cit., 325.
217) 자기주식 처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
51413 판결 참조), 자기주식의 취득은 물론이고 그 처분까지도 명시하여 규율하는 것 또한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의 한 가지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218) Takeover Panel, op. cit.(Takeover Code 2016), 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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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미국식 포이즌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주주의 승인
에 의한 포이즌필은 가능할 여지가 있음.
○ 그리고 대상회사 이사회의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바 이사회의 어떠
한 행위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어수단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으므로,
- 매수자가 특정 보유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희석화
방법, 즉 취득비율기준을 넘어선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행사되도록 한 포이즌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
로 볼 여지는 있으나,
- 포이즌필은 전형적인 방어수단으로서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또
한 부작위 역시 작위와 동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규준 제21.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219)
○ 또한 대상회사 ‘이사회’의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바 이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위원회는 이사회가 그러한 제3자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도 방해금지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220)

(2) 방해금지 규칙에 대한 폐지론

□ 다만 영국에서는 포이즌필의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방해금지 규칙을 폐지하
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221)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공
개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을 채택·사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로는 영국의 회사법을 강력한 주주의 권리 및 보호를 제공하는 주주
우위의 체제로 특징 지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222)
○ 아울러 미국에서 포이즌필과 시차임기제를 결합하여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의 해임을 용이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공개매수의 방어수단으
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미국보다 강력
한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음.
219) Kershaw, op. cit., 324-325.
220) Takeover Panel, ‘Consolidated Gold Fields Plc’ (1989/7), 6.
221) Kershaw, op. cit., 353-355.
222) 강력한 주주권에 해당하는 예로는, 해임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이사 해임권(제168조), 주주총회요구권(제303
조 내지 제305조), 특별결의에 기한 이사에 대한 지시권(공개회사표준정관(Model Article for Public Compa
nies (21 Nov. 2014) <https://www.gov.uk/guidance/model-articles-of-association-for-limited-compani
es#old-model> 2017.11.23. 방문) 제4조)을 들고 있음(Kershaw, op. cit.,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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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발행주식의 단순 과반수로써 해임사유 없이(without cause)
언제라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해임사유가 있는(with
cause)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3년의 시차임기를 두는 것도 가
능함.223) 따라서 포이즌필 및 시차임기제의 결합에 있어서 해임사유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1년을 임기로 하여 해임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비
하여, 이사회에 공개매수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큰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
임.224)
○ 반면 영국의 경우 이사에게 권고되는 임기는 1년이고,225) 이사는 언제라
도 해임사유 없이 통상결의(ordinary resolution)로써 해임될 수 있으며
(2006년 회사법 제168조제1항),226) 나아가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2006년 회사법 제303조), 미국
과 달리 영국의 포이즌필은 공개매수의 방어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상대적
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게 됨.227)
□ 이처럼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방어수단의 채택에, 그리고 모든 방어수단의
사용에 주주의 승인이 요구되므로, 만약 방해금지 규칙를 폐지하는 경우이더
라도 이사회가 방어수단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는 없음.228)
○ 따라서 방어수단의 채택·사용에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해금지 규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이사회의 기회주의적 행동
223)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제141조제k항 및 제d항.
미국에서는 포이즌필이 주주의 승인이 없이, 그리고 공개매수가 개시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Unitrin
Inc. v American General Corp. 651 A.2d 1361 (Del. 1995)), 시차임기제가 활발히 이용되는 추세에 있으
며 방어수단의 가용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징표가 시차임기제인 것으로 보기도 함(Michael Klausner,
“Institutional Shareholders, Private Equity, and Antitakeover Protection at the IPO Stage”, 152
U.Pa.L.Rev. 755, 763 (Dec. 2003)).
224) Kershaw, op. cit., 337.
225) ‘영국기업지배구조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pr. 2016)) 제B.7.1조에서는 FTSE(Financial
Times and Stock Exchange) 350 지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를 매년 선임하도록 하고, 그 밖의 회
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임기로 재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26) 영국에서의 통상결의(ordinary resolution)는 단순다수(simple majority)에 의하도록 하는데, 폐쇄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격 있는 주주의 의결권 합계의 단순다수로 결정
하고, 주주총회에서 거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격 있는 주주에 의하여 행사된 의사표시의 단순다수로 결정
하며, 주주총회에서 투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격 있는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리고 사전행
사된 것을 포함하여 행사된 의결권 합계의 단순다수로 결정함(2006년 회사법 제282조).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는 세 가지 방법 모두 75% 이상이 요구됨(2006년 회사법 제283조).
227) Kershaw, op. cit., 338.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는, 영국의 경우 회사 권한의 정당성을 주주에게서 구하여 보다 강력한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사회로 수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행사에 있어서 수권목적에 따른 제한을 가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로부터 수권된 것이 아닌 제정법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방어수단에 관하여도 수권의 범위 등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함(Kershaw, op.
cit., 333).
228) Kershaw, op. cit.,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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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할증된 가격의 매수제안을
주주가 승낙할 기회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는 실질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것임.229)
○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방해금지 규칙이 폐지되더라도 공개회사가 방
어수단의 채택·사용에 관하여 주주가 승인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으로는 보
이지 않고, 나아가 주식의 매매차익 이외에는 무관심한 주주가 이사회의 제
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심하게 승인과 관련하여 잘 살펴보지도 않고
이에 동의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고 있음.230) 이러한 우려에 따라 영국 회
사법제는 계약자유를 철회하고 강행규정을 부과하는 경향으로 흘러왔으
나,231) 오늘날 방어수단의 채택·사용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
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그 채
택이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232)
○ 반면 주주의 승인에 의하여 포이즌필이 채택된 경우 적대적 매수자는 이
사의 해임 또는 포이즌필의 상환을 위하여 위임장 경쟁을 개시할 것인
바,233) 현행과 같이 행사된 의결권의 단순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주
식 전체의 단순다수로 하는 것과 같이 이사 해임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포이즌필의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234)
□ 따라서 방해금지 규칙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방어수단의 채택·사용에 관하여
주주의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는 할 수 있으나, 주
주의 승인을 얻은 포이즌필의 행사 등의 방어는 공개매수의 비용을 증가시키
게 되고 이사회 역시 주주의 승인에 따라 공개매수의 조건에 관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235)

4. 시사점

229) Ibid.
230) Ibid.
231) 그 예로는,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를 금지하는 것(2006년 회사법 제232조), 이사의 해임에 있
어서 해임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2006년 회사법 제168조), 중요자산의 처분에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
(2006년 회사법 제190조) 등을 들 수 있음.
232) Ibid.
233) Kershaw, op. cit., 354.
234) Kershaw, op. cit., 354-355.
우리나라의 경우 제385조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루어짐.
235) Kershaw, op. cit.,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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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지침의 주요규율인 의무공개매수, 방해금지, 방어파기 중에서 영국은 방
해금지 규칙만 채택하고 방어파기 규칙은 채택하지 않았음.236)
□ 포이즌필과 관련한 규율은 2006년 회사법 및 공개매수규준에 따라 이루어
짐.
○ 2006년 회사법 제171조제b항의 ‘수권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는 보통법상의 방해금지 규칙이라 할 수 있는 ‘부적절 목적 주의’의 취
지가 입법된 것임. 따라서, 이사회에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권한이 수권된
경우이더라도 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음. 그 밖에
2006년 회사법 제172조 및 제174조에 의하여서도 관련한 규율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공개매수규준 제21.1조에서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또는 공개매수가 임박
한 경우 주주의 승인 없이는 공개매수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판단 기회를 배
제하는 이사회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개매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주
주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해금지 규칙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방어수단의 채택과 모든 방어수단의 사용에 관하여 주주의 승인이 요구되
고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규율이 이루어지며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를 반대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방어금지 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에도 이사회의 재량과 관련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영국에서도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회사법상 제도가 완비되어 있
고, 매수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신주발행이나 워런트의 발행 등에 주주의 승인이 요구되는바 이사회
의 재량에 따라 채택·행사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식의 포이즌필은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공개매수와 관련되
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 등의 권한을 이사
회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가 개시되거나 임박한 경우에 포이즌필 등
의 방어수단의 행사에 관하여는 바로 그 시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236)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2004년 EU 지침의 제정으로 공개매수규준 및 공개매수위원
회에 제정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규준 및 위원회에 의한 독립적·자율적 규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
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두 번째로는 공개매수규준의 규율 외에도 보통법·형평법으로부터 기원하는 2006년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에 의한 규율도 이루어진다는 점임. 세 번째, 영국 회사법제는 다른 법제
에 비해 주주에게 보다 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공개매수와 관련한 규율에 있어서도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음.

- 78 -

하는 것으로 공개매수규준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국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써도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
수단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이사의 선관주의의
무 또는 충실의무로써 같거나 유사한 규율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관련 규정
의 개정이 없는 한 1차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할 것임.

Ⅴ. 프랑스
1. 개관
□ 2006년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몇몇 EU 회원국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프랑스에서는 2006년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미국식 포이즌필)을 무상
워런티(free warranty)의 형태로 규정하였음(프랑스 상법 제233-32조).
□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Bonds de souscription
autonomes(d’actions), BSA), 부드똥 증권(bons Breton), 매수증권(bons
d'offre)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됨.
□ 2006년 상법 개정 이전에도 프랑스 상법상 주주들이 이사회에 주식발행권
한을 위임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였음. 프랑스에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으로 워런트 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자금
조달형 워런트 제도는 1985년에 프랑스 상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음.
○ 2006년 개정 전 상법(이하 ‘구 상법’) 하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음. 찬반 해석론이 나뉘어
있었음. 그러나 프랑스 금융청(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은

2004년 Sanofi-Plafix 케이스에서 확립된 증권법의 일반원칙(인수대상회
사가 제시된 인수금액(the offering price)을 일방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부정
하였음
○ 특히 실물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2014년 3월 29일의 법[(Loi
n°2014-384 du 29 mars 2014 visant à reconquérir l’économie
réelle)(Florange 법)(이하 ‘2014년 3월 29일의 법’이라 한다)]237)은 기존
의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
237) 이 법은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상법전(Code de commerce) 및 화폐 및 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의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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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음.
□ 프랑스의 워런트 제도는 영·미의 관련 관행을 도입하였으나, 동산증권의 개
념론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포괄적 동산증권 제도가 확립되었고, 상
기한 다수의 특별법의 변화와 혁신을 수반하는 프랑스 고유의 법체계하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프랑스의 워런트 제도에 관한 기본법은 원래 프랑스 상법 구 제228-91조
와 2006년 3월 31일의 공개취득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분산되어
현재 화폐금융법전, 상법전 및 소비자법전으로 옮겨져서 시행되고 있음.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프랑스의 신주인수권제도
를 고찰하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함.

2.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의 종류

□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을 자금조달형과 경영권 방어형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되, 자금조달형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서술에서는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
수선택권과 공통되는 내용도 서술하기로 함. 두 종류의 신주인수선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워런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도 공통
되므로 동일한 규율을 받는 영역이 있음.

(1) 자금조달형 신주인수선택권
□ 프랑스 신주인수선택권[Bonds de souscription autonomes(d’actions);
BSA] 제도의 효시는 1983년 1월 3일의 법(Loi no 83-1 du 3 janvier
1983)과 1985년 12월 14일의 법(Loi no 85-1321 du 14 décembre
1985. Valeurs mobilières, titres de créances négociables, sociétés et
opérations de bourse)임.
○

특히

후자(제339-1

anonyme;

SA)238)

및

조에서

제339-7조까지)는

주식합자회사(société

en

주식회사(société
commandite

par

238) 이것은 1867년 7월 24일의 회사법이 시행된 후부터 회사법상 존속해오고 있으며, 20세기 초에는 현대 자
본주의의 경이적인 도구(merveilleux instrument du capitalisme moderne)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상장회사
(société ouverte aux marchés)와 비상장회사(société fermée)로 나누어짐. 모든 상장회사는 금융시장청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AMF)의 통제를 받음. 금융시장청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금융
행정기관임. 화폐 및 금융법전 제621-1조에 의하면, 금융시장청은 공중에 대한 청약 또는 규제된 시장에서의
거래 허용의 원인이 되는 금융 도구와 그 밖의 모든 공중에게 제공된 모집에 투자된 저축(épargne)을 보호하
는 것을 임무로 함. 또한 금융시장청은 투자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도구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함. 그리고 금융시장청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프랑스 금융시장을 유럽연합 및 국제화 단계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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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239)에 대하여 모든 동산증권(valeurs mobilières)240)의 발행을
허용하였음.
○ 이 두 개의 법의 관련 내용은 프랑스 구 상법 제225-150조 내지 제
225-160조, 제228-95조로 편입되었음
○ 현재 포괄적 동산증권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 제228-1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간이주식회사는 본 권
(프랑스 상사회사법에 관한 규정 전체)의 조건에 따라 모든 동산증권을 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85년 12월 14일의 법이 시행된 후 프랑스에서는 기업자금의 새로운 복합
동산증권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이용되었음. 이러한 복합동산증권에는 OC,
상환사채(obligations remboursables en actions: ORA)241),
○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담보부사채(obligations assorties de suretés
하는 데 노력을 함.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청은 경제부장관령(arrêtés du ministre chargé
de l’économie)에 의하여 승인된 업무규정(règlement général)을 채택하여 이용함.
239) 이것은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와는 다르게 주식이나 동산증권을 발행하며, 유한책임사
원(commanditaire)과 무한책임사원(commandité)으로 구성됨. 그리고 동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나 동
산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음.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주주이며(프랑스 상법 제226-1조 제1항),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 2008년 9월 30일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합자회사가
2,100개이고, 이 주식합자회사는 440개에 불과하였으며, 2010년 파리 상사법원 서기국 통계에 의하면, 파리
소재 등기된 주식합자회사는 9개였음(Philippe Merl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Dalloz,
2013, pp.739-740). 따라서 이것은 수적으로 매우 미미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합
자회사인 Hermès, Michelin, Lagardère 또는 후술하는 Eurodisney는 프랑스 경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Philippe Merle, op.cit., p.746).
240) 이것은 프랑스 화폐 및 금융법전 제211-1조가 의미하는 금융증권으로서 각 유형별로 정형화된 권리가 부
여되어 있고, 단순한 계좌기재 변경이나 현실적인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프랑스 상법전 제2권에 규
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간이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음. 동산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진 증서로서, 정형화 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예컨대 같은 주식은 모두 같은 명목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장된 주식은 각 주식 당 같은 배당액을 분배함. 동산증권은 유통이 가능하고(négotiable) 대체가 가능
한(fongible)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introduction en bourse) 절차를 거친 후에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 가능함. 원래 프랑스 민법전 제529조에서는 “재산 중에서 금융회사, 상사회사 및 산업회사의 사채권, 주식
및 이자채권을 법에 의하여 동산이라고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동산증권이라는 용어가 파생
되었고, 그 후 판례가 동산증권의 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동산증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인 상품은 주식(actions)과 사채(obligations)이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 주식과 사채 또는 주식과 다른 증권의
성격이 혼합되어 발달한 복합동산증권(valeurs mobilières complexes) 또는 초복합동산증권(valeurs
mobilières surcomplexes)이 새로이 회사지배구조와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복합동
산증권 또는 초복합동산증권에는 전환사채, 상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담보부사채, 우선배당
주식,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선호주식(actions de préférence), 차등의결권과 관련되는 이중의결권주식
(actions à droit de vote double), 자금조달형 워런트인 자본접근부 또는 채권증권 배당부 동산증권(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eances) 등이 있음.
입법론으로 이러한 포괄적 동산증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41) 이 사채는 현금으로 상환되지 않고 주식이나 투자증명서로 상환됨. 회사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더라도 그는
전화사채나 교환사채의 경우처럼 선택권을 가질 수 없음. 이 사채를 가진 자는 그것을 만기 전에 상환의 방법
이 적절한 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서만 주식을 받을 수 있음. 투자증명서로 상환 받은
대표적인 예로서는 1986년에 Hachette가 각 350 F.인 상환사채 350,000을 상환 받은 적이 있음(M. Cozian
et A. Viandier, Droit des sociétés, Litec (1998),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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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ières), OEA, 우선배당주식(actions à dividende : ADP), 신주인
수선택권(BSA),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actions à dividende sans droit
de vote : ADPSDV), 후술할 이중의결권주식(actions à droit de vote
double) 등이 있음.242)
□

신주인수선택권은

물적회사[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간이주식회사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 SAS)243)]에 의하여 발행되는 금융도구
임.
○ 그것은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와 정해진 날짜(만기일)까지 해당
기업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그 소지인에게 부여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소지인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양도하거나 만기에 포기할 수 있음. 또한 신주인수선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으며, 신주인수선택권과 그것에 권리를 부여한 주식은 각각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음.
□ 흔히 신주인수선택권은 회사의 자본증가 시 발행될 수 있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과 결합될 수 있음.244)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은 자본증가에 대
242) 이러한 기존의 자금조달 수단과 워런트를 결합한 금융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였음. 실제로 워런트부
주식(action à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ABSA), 워런트상환부 워런트부사채(obligation à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avec faculté de rachat des bons: OBSAR), 신주 구주 전환 및 교환부사채
(obligation à option de conversion et/ou d'échange en actions nouvelles ou existantes: OCEANE), 상
환부 워런트(bon de souscription d'actions remboursables: BSAR), 워런트부사채(obligation à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OBSA), 금전신주구주 상환 옵션부 사채(obligation à option de remboursement en
numéraire et en actions nouvelles ou existantes: ORNANE), 신주구주상환부 사채(obligation
remboursables en actions nouvelles ou existantes: ORANE)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들이 등장하
여 활용되고 있음(AMF, Rapport annuel 2009, 129) (정준혁, “프랑스의 워런트제도와 입법적 시사점”,
2011년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토론문(2주제) (2011. 5. 13), 2 참조).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우
리나라에서도 자금조달형 신주인수선택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형 신주인수선택
권이 반드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님. 예컨대, 암스테르담, 브뤼셀 및 리스본 증권거래소를 합병
한 파리 증권거래소인 Euronext에 상장된 신주인수선택권 관련 증권은 2009년 63개에서 2010년 38개로 줄
어들었음(AMF, Rapport annuel 2010, 136).
243)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로서 1994년 1월 3일의 법(La loi n°94-1 du 3 janvier 1994)에 의하여
신설되어, 현재 프랑스 상법전 제23권 제2편 제7장에 편입되어 있음. 최근 이러한 간이주식회사는 프랑스에
서 수적으로 두 번째로 많아지게 되었고, 신설되는 기업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공한 회사제도로 평가받고 있음(Michel Germain·Pierre-Louis Périn, SAS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Joly, 2016, p.15).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1,532,000개의 유한회사, 344,000개의
간이주식회사 및 38,000개의 주식회사가 존재함(P.-L. Périn, “statistiques des forme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n France : la SAS dépasse la SARL” RTDF 1-2016, p.35). 이 회사 제도에 관하여 상세
한 것은 원용수, “프랑스 상법상 간이주식회사와 일인간이주식회사에 관한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2017. 1),
법무부, 181-208 참조.
244) 프랑스 상법 제225-127조에 따라, 자본증가는 보통주 또는 선호주식의 발행, 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액
면가액의 인상, 또는 본 법 제225-149조 및 제225-17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본접근성 동산증권에 부
착된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짐. 신주인수선택권은 동산증권에 부착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것은 자본증가를 실현시킬 수 있음(프랑스 상법 제225-177조에서 제225-186조까지). 신주인수선택권은 자
본증가의 엄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F. X.
Testu et S. Hill, Les BSA : utilisation possible dans les sociétés de haute technologie, JCP E 2003,
p.1655). 그리고 1970년 12월 31일의 법에 의하여 도입된 스톡옵션(options de souscription ou d’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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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속임.245)
○ 이 경우에 그 주식의 양수는 신주인수선택권이 포함된 주식을 양수하는
것임. 그러한 주식은 ABSA(action à bon de souscription d’action)임.
그리고 신주인수선택권은 사채와도 결합될 수 있는데,
○ 그러한 사채는 OBSA(obligation à bon de souscription d’action)임. 이
러한 주식이나 사채가 한단계 더 진화되어서 상환신주인수선택권(BSAR :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remboursables)이 되었으며,
○ 더 나아가 상환신주인수선택권사채(OBSAR : obligation à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remboursables)와 상환신주인수 및/또는 취득권
(BSAAR

:

bons

de

remboursables)246)과

souscription
상환신주인수

et/ou
및/또는

d’acquisition

d’actions

취득권사채(OBSAAR

:

obligaion à bons de souscription et/ou d’acquisition d’actions
remboursables)로 발전하게 되었음.
□ 신주인수선택권은 2003년 3월의 France Telecom 사건247)에서 행사된 바
있음.
□ 프랑스 구 상법 제228-95조(Ancien art. L. 228-95)는 신주인수선택권의
근거규정으로서 다음의 규정을 두었음
○ 비상주주총회248)는 이사회의 보고서와, 경우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특별보
고서를 참고로 하여 다른 모든 발행과는 독립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d’actions ; stock-options)에 의해서도 자본증가가 이루어진음(Marie-Hélène Monsèrié-Bon·Laurent
Grosclaude, Droit des sociétés et des groupement, LGDJ (2016), 341).
245) M. Cozian·A.Viandier·F.Deboissy, Droit des sociétés, Litec (2003), 426.
246) 2005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프랑스 금융시장에서 동 증권의 구체적 발행 사례에 관하여는 T. Bouvet etc.,
Motivation Financière des Dirigeants, Economica (2016), 26-32. 참조.
247) 2003년 3월 France Telecom은 150억 유로의 자본증가를 하였음. 이 때 각 주주는 3월 24일 증권시장
폐장이후 보유한 한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BSA를 교부하는 조건에 따라 BSA를 무상으로 교부받았음. 즉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BSA는 2003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보유한 20개의 BSA에 대하여 1주당 14.50유
로의 가격(명목가격 4유로, 발행가액 10.50유로)으로 19개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동 회사의 주
주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졌음:
① BSA의 행사
이것은 시장에서 취득에 의하여 교부된 BSA의 수를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따라서 190개의 주식을
처분한 주주는 190개의 BSA를 받았음. 그리하여 그는 200개의 BSA(190개의 BSA는 받은 것이고 10개의
BSA는 매수한 것)를 제시하고 275.5유로(19X14.50유로)를 지급하면서 19개의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10개
의 BSA를 매입해야만 하였음.
② 전부 또는 일부의 BSA의 불행사
이것은 시장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회수하는 것임. 그리하여 해당주주는 2003년 4월 1일
에 한 개의 BSA가 3.6유로에 상장된 그 가격으로 190개의 BSA를 양도하고 684유로를 회수하였음. 이 사실
관계에서 그는 금융이익을 얻었지만, 신주식의 발행으로 인하여 각 주식은 희석(dilution)되었음.
248) 이것은 우리나라의 구분 방법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분한
것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 총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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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할 수 있음. 신주인수선택권은 동산증권의 일종이므로 동산증권을
규율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상기한 프랑스 상법 구 조문에 나타난 신주인수선택권 발행에 관한 핵심
적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은 비상주주총회의 결정이나 승인이 있고, 또한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 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때에 이루어
짐.
- 신주인수선택권 증권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에, 신주
인수선택권은 비상주주총회의 결정 시부터 1년의 기한 내에 발행되어
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시부터 5년의
기한 내에 발행되어야 함.
○ 프랑스 구 상법 제228-95조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소지인에게 발행회사의
일정한 자본의 할당액을 표창하는 증권을 인수할 권리를 수여하는 옵션
권리(bons qui confèrent à leurs titulaires le droit de souscrire des
titres

représentant

une

quote-part

du

capital

de

la

société

émettrice)라고 정의함.
-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주인수선택권의 개념(일정한 기간 내에 발행회사
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 권
리)보다 넓다고 할 수 있음.249)
- 이 프랑스 구 상법 제228-95조는 2006년 3월 31일 공개취득법이 제정
된 후 프랑스 상법 제233-32조로 대체되었음.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2)에서 설명함.
□ 국내 신주인수선택권 입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
택권 뿐 아니라 자금조달형 신주인수선택권도 고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250)

(2)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필)
□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이란 자본에의 접근을 부여하는 유가증권251)
249) 2010년의 상법 개정안(2010. 3. 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0. 3. 10. 국회에 제출된 안)제430조의 2
의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
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
수선택권이라 함.
250) 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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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내에 회사에 보통주나 우선주의 인수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 증권을 의미함. 프랑스 상법 제5장 공개매
수편의 규정이 적용됨. 방어증권(bons de defense)이라고도 함.
□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즉 포이즌필은 2006년 3월 31일의 공개취
득법(Loi no 2006-387 du 31 mars des offres publiques d'acquisition)
에 규정됨으로써 프랑스 법제에 편입되었음.252)
○ 공개취득법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등에 대해 규정함.
○ 위 법 제정으로 공개매수의 대상회사 주주는 부르똥증권(bon Breton), 방
어증권(bons de défence) 또는 매수청약증권(bons d’offre)으로서 신주인
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었음.
○ 프랑스는 경제적 애국주의(patriotisme économique)의 이름으로 자국기
업을 방어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공개매수의 이점을 인정하는 자유로
운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고 함253)
□ 공개취득법의 내용은 현재 화폐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상
법전(Code de commerce) 및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ation)으로
자리이동을 한 상태임.254)

3. 프랑스 포이즌필의 발행․행사․양도
(1) 발행
□ 모든 주식회사, 간이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는 증권시장에의 등록 여부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BSA를 발행할 수 있음(포괄적 동산증권 제도에 관한
프랑스 상법 제228-1조 제1항이 적용됨).
□ 프랑스 성문법 규정에 의해 발행이 가능한 포이즌필의 유형: 플립인 포이즌
251) 송종준, 한국법학원 포럼 토론문 (2017).
252) 프랑스는 2006년 2월 21일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시도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하
여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시켰는데(Déclaration du ministre de l'Economie au Sénat, séance du 21
février 2006), 이에 따라 2006년 3월 31일의 공개취득법이 제정되었어 미국식 포이즌필을 응용한 프랑스식
워런트가 도입되어 적대적 기업인수에서 포이즌필이 이용될 수 있게 되었음(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
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253) R. Damman/U. Volk, Le patriotisme économique, une réalité des deux côtés du Rhin? D.2006.
1674.
254) 이법 제1조에서 제3조까지와 제5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는 화폐금융법전 제131-1조, 제213-6-1조,
제213-6-2조, 제312-10조, 제312-12조, 제341-15조, 제341-16조, 제343-2조, 제353-1조, 제511-32조,
제512-5조, 제512-55조, 제512-60조, 제512-75조, 제611-7조 및 제615-1조로 자리이동을 하였고, 이 법
제4조, 제6조 및 제1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상법전 제225-100-3조, 제225-125조, 제225-129-3조, 제
225-146-3조, 제233-10-1조, 제233-32조에서 제233-40조까지 및 제235-2-1조로 자리이동을 하였음. 또
한 이 법 제25조는 소비자법전 제121-16조, 제121-17조 및 제121-20-10조로 자리이동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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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 프랑스 의회는 플립인 포이즌필만을 만들었음. 플립오버 포이즌필은 입법
하지 아니하였음.
○ 2006년 개정법의 safe harbor는 플립오버 포이즌필에는 미치지 않음.
□ 포이즌필 발행권한을 가지는 기관
○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음, 이사회도 대
표이사에게 포이즌필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주주총회에서 포이즌필을 발행하려면
○ 비상주주총회255)에서 발행을 승인해야 함.
○ 그러나 발행을 결의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비상주주총회의
가중 정족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통상주주총회의 일반 정족수 규정(상법
제225-98조)을 따름.
○ 의사정족수는 발행정족수의 20%이고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20% 의사정
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
음.
○ 의결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임.
-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2006년 법개정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
음. 몇몇 입법자들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과반수보다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3분의 2를 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256)
○ 상법 제233-32조 제2항 1문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음: “다른 적법한 경영
권방어수단 이외에도, 비상주주총회는 ‘단순다수결’로 ‘추가발행된 신주를
할인된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의사정족
수는 발행정족수의 20%이고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20% 의사정족수가 충
족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다. 공개취
득기간이 종료되면 그 무상의 권리는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포이즌필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됨(최
대 18개월 동안만 유효함)
255) 비상주주총회는 정관을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 주주총회이다. 프랑스 상법상의 비상주주총회와 통상주주총
회는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 의한 분류이다(원
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256) Till Lefranc, “Poison Pill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rvard Law School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11. 7), https://corpgov.law.harvard.edu/2007/11/07/poi
son-pills-in-a-comparative-perspective/(2017. 11. 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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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주주총회는 ‘포이즌필 행사되는 경우에 증가될 자본의 최대한도’
와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포이즌필(권리) 수의 최대한도’를 설정함.
○ 또한, 주주들은 이사회가 정확이 어떤 상황(조건)하에서 포이즌필을 발행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조건)하에서 이사회가 포이즌필을 발행해서는 안 되
는지를 정할 수 있음.
○ 2006년 법개정 직후 2개월 만에 프랑스의 15개 대기업이 통상주주총회에
서 이사회에게 포이즌필 채택권한을 부여하였음.
□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포이즌필 발행 여부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 프랑스 법학자들은 처음에는 이사회가 포이즌필 발행 결정 권한을 대표이
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음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주주의 승인에 의한 그와 같은 권한 위임은 허용되
어 왔음. 예컨대 수에즈社에서 이루어진 포이즌필 발행 권한 위임은 다음
과 같이 이루어졌음
- 상법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요건에 따라, 그리고 감사의 검토와 이사
회의 보고를 거친 후:
1. 이사회에 1개 이상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포
이즌필을 trigger할 수 있는 이벤트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포이즌필
의 모든 다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사회에게 줌.
포이즌필은 인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
되어야 하며, 신주의 총 명목 금액은 27억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되
고, 발행되는 포이즌필 개수는 포이즌필이 발행된 시점의 현재 주식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됨.
2. 이 권한 수여는 회사가 적대적 인수에 직면한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
음.
3. 이사회는 법에 따라서 이 권한 수여 이행에 관해 완전한 재량을 가
짐.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이 권한을 줄 수 있음.
□ 대상회사가 포이즌필을 발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취득기간 종료시까지
공시되어야 함.
□ BSA의 발행은 발행회사의 주주가 일정한 자본의 할당액을 표창하는 증권
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명백히 포기하는 것을 요구함. 이러한 명백한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는 규율에 합당하지 않으며 관련 임원은 형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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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받게 됨. 이러한 포기는 비상주주총회에 의하여 발효됨. BSA의 신주인
수권은 유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
프랑스 상법 제233-32조(2006년 3월 31일의 공개취득법 제12조)
제1항
상장회사를 대상회사로 하는 유가증권의 공개취득(offres publiques d’acquisition)257)의 기
간 동안, 대상회사의 이사회, 업무감독이사회와, 그 선임권한을 제외하고, 업무집행이사회,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 중 일인은, 다른 청약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이 공개취득의
청약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모 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법에 의하여 허용된 다른 조치에는 상관없이, 본 법 제225-9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결
의하는 대상회사의 비상총회는 우선적인 조건으로 그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공
개취득기간 만 료 전에 이 자격을 가지는 대상회사의 모 든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을 허용하는 증권(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 권한을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 증권
상의 권리 행사와 발행될 수 있는 증권의 최대한의 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증가의
최대한의 총액을 정한다.
그 위임은 또한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이사회에 대하여 이 증권(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및 무상교부, 그 발행 및 무상교부의 연기 또는 포기를 하는 의무 및 금지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대상회사는 이 증권을 발행하는 그의 의도를 공시한다.
공개취득의 청약 또는 모 든 불확실하고 협력적인 청약의 조건과 관련되어야 하는 이 증권
상의 권리 행사의 조건과 권리 행사의 가격이나 이 가격의 결정 방법에 관한 이 증권의 다
른 특징은 총회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총회의 위임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이
사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공개취득의 청약 및 모 든 불확실하고 협력적인 청약이 실패하
고, 무효가 되며 , 철회가 되는 이상, 이 증권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제3항
다른 청약의 추구를 제외하고, 청약 기간 전에 총회에 의하여 부여되고 그 이용이 청약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조치의 모 든 위임은 공개취득 기간에 정지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사의 활동의 통상적인 과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 그 이용이 청약을 실패하게 할 수 있고, 청약 기간 전에 내려진, 이사회, 업무감독
이사회, 업무집행이사회,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들 중의 일인의 모 든 결정은 총회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폐지됨).

257) 이것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공개매수(OPA)와 주식이나 사채로 결제하는 공개교환(OPE)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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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상법 제233-32조가 시행된 후부터 학설과 판례는 신주인수선택권의
개념을 특혜의 조건으로 인수를 허용하는 옵션 권리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구 상법 제229-95조상의 개념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
□ 최근 상환신주인수선택권이 발행된 사례
○ Entreprises et Marchés(2017년 8월 30일 발간)에 의하면, Archos사는
자사의 주주에게 상환신주인수선택권(BSAR: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remboursables)을 부여할 예정이었음.
- 실제로 Archos는 신주인수선택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당사의 주주
에게 상환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교부의 시행을 공지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9월 7일에 해당 주주는 상환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
으로 교부받았는데, 동 회사의 자본에 근거하여 동 날짜에 42,561,334
상환신주인수선택권이 발행되었음.
- 이것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과 무상교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임.

(2) 행사
□ 행사조건의 결정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위임으로 행사가격과 가격결정방법 등 행사
조건을 결정
□ 행사가격
- 포이즌필이란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
권을 부여한 증권
-여기에서 ‘유리한 조건’이란 행사가격을 주식의 실질가격 보다 낮은 조
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
-그러나 행사가격을 액면미달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됨
□ 경영권 인수 시도자의 포이즌필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금지됨
-주주평등원칙상 인수시도자(공개매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에게 행
사를 허용해야 함(공격자의 배제 또는 차별취급은 절대 불허)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프랑스의 포이즌필은 미국의 포이즌필과 차이가 남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5.에서 서술함)
□ 자본조달형 BSA과 경영권 방어형 BSA인 포이즌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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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의 소지인은 사채권자의 자격이나 주주의 자격을 반드시 선택할 필요
는 없음. BSA의 소지인은 발행되는 때에 정해진 행사 기한(최대한 5년)과
가격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따라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BSA의 행
사는 발행회사의 자본증가를 야기함. 주식은 인수가격의 지급에 따른 인수
요구에 따라서 발행됨. 보통법상의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자본증가의
기한도 상법상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BSA의 발행에 관련되는 계약은 BSA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때에 사용되지
않아서 지급해야 할 옵션 권리에 대한 상환을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동산증권과 마찬가지로 BSA는 유통될 수 있음. 기명식이거나 소
지인출급식의 성격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금융중개인의 계좌에 등록될 수
있음.
○ BSA는 주식이나 사채와 결합하여 행사될 수 있음, BSA가 주식과 결합하
면 ABSA(action à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이 되고, BSA가 사채
와 결합하면 OBSA(obligations avec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등으로 변화되어 행사될 수 있음.

(3) 양도
□ 양도 가능여부
○ 포이즌필도 신주인수선택권(BSA)에 속하므로 양도 가능함.
○ BSA는 통상의 동산증권과 마찬가지로 유통될 수 있음. BSA 자체만을 증
권거래소에 상장 가능함.258) 기명식 또는 소지인 출급식 성격에 따라 발행
회사 또는 금융중개인의 계좌에 등록할 수도 있음.
- Carrefour社, Club Méditerrantée社, Eurodisney社의 워런트(포이즌
258) 2004년 6월 24일의 동산증권 제도 개혁의 위임명령(Ordonnance)은 기존의 다양한 복합동산증권법제(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제도 등)를 폐지하고 단일 법제인 자본접근부 또는 채권증권배당부 동산
증권제도를 신설하였다(프랑스 상법 제228-91조에서 제228-106조까지 참조). 이것은 자금조달형 미국식 워
런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동 위임명령은 동산증권 발행인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증권을 얼마
든지 발행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금융업자에게 부여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구 상법 제228-95조는 2006년 공개취득법이 제정된 이후 프랑스 상법
제233-32조로 대체되었는데, 이것은 BSA를 자본접근부 또는 채권증권배당부 동산증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
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이에 따르면 자본접근부 또는 채권증권배당부 동산증권 제도는 BSA의 근거
규정이었던 구 상법 제228-95조를 발전적으로 흡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자금조달형 미국
식 워런트 제도에 관한 자본접근부 또는 채권증권배당부 동산증권의 제도와 프랑스 상법 구 제228-95조는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 바,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BSA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상법에서는 BSA의
상장, 소각, 상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에는 동산증권에 관한 위임명령이 적용될 것이다(원용
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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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 포이즌필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공개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함.
□ 포이즌필을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포이즌필의 행사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실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임259)

4. 프랑스의 포이즌필과 EU 지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EU 지침은 “중립성 원칙(neutrality)”을 규
정하고 있음.
○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는 다른 대안적 기업인수자를 물색하는
것 이외에 기업인수를 좌절시킬 수 있는 다른 액션의 경우에는 그것을 취
하기 전에 일반주주총회의 사전적 권한수여를 얻어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
을 적용하면, 기업인수의 위협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포이즌필을 발행할 수 없게 됨.
○ 이는 심지어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있기 전에 주주들이 이사회에 포이
즌필 발생권한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포이즌필을 발행하거나 이사회에
포이즌필 발행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기업인수기간
(bid 기간) 동안에 다시 투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음.
□ 2004년 EU 지침은 적대적 인수시도자가 중립성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중
립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 중립성원
칙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상호 면제 원칙(reciprocity exemption)”
도 규정하고 있음.
○ 이 “상호 면제 원칙(reciprocity exemption)”에 의해 프랑스 회사의 이사
회도 기업인수시도가 있기 전 18개월 이내에 주주의 권한 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포이즌필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프랑스법상 주주총회가 이사회에게 포이즌필 발행권한을 위임한 경
우, 그 위임은 18개월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프랑스법이 적용되는 적대
적 기업인수 상황에서 포이즌필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경우 뿐임.
259) 송종준, 한국법학원 포럼 토론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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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가 기업인수기간(during the bid)에 개최된 경우라면, 상호 면제
원칙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들은 직접 또는 이사회에게의 권한부여를
통해서 포이즌필을 발행할 수 있음.
○ 주총회가 기업인수기간 이전에 개최되었고 주주들이 이사회에 포이즌필
발행권한을 준 경우라면, 이 권한 수여는 18개월 동안에만 유효하며 상호
면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5. 프랑스 포이즌필과 미국 포이즌필의 차이점

□ 프랑스에서는 대상회사가 포이즌필을 발행하고 발행된 포이즌필이 행사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포이즌필에 비해 증가되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
자의 비용이 낮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포이즌필은 미국
의 포이즌필과 달리,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인 주주와 여타의 주주를 차별
하지 않기 때문임.

□ 프랑스의 포이즌필은 적대적 기업인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희석적 효과를
냄.
- 왜냐하면 포이즌필은 bid 기간에 공표(announce)되지만 tendering period
종료시점부터 settlement 시점까지 모든 주주에게 발행되기 때문임.
- 인수시도자가 받는 포이즌필의 총 액수는 offering 기간이 끝나기 전 인수시
도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수에 좌우되는 것이지, 인수기간 중에 tender되
는 주식수에 좌우되지는 않음.
□ 예컨대 대상회사 발행 총주식이 100주, 1주당 시장가격이 1달러이고, 인수
시도자가 15%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0% 지분 취득을 위해 적대적 bid를
성공적으로 하고, 이사회는 신주 2주를 시간의 반값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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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필을 1주당 1개씩 발행하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 미국에서는 인수시도자는 15%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15달러를 지불하
였을 것임, 만약 포이즌필이 threshold를 15%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가
포이즌필을 행사하는 시점에 인수시도자의 지분(주식)은 희석될 것이고,
인수시도자의 지분은 5.5%가 될 것임. 만약 이 예시의 목적을 위해 포이
즌필이 행사된 경우에도 시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수시도자는
100%를 취득하기 위해 255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임. 포이즌필이 행사된
시점에 다른 주주가 지불한 85달러가 대상회사에 투자된 채로 남아있다
면, 인수시도자가 대상회사 지분 100%를 획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185
달러가 될 것임.
○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인수시도자가 100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불을
지불할 것이나, 인수시도가 성공한 이후에는 인수시도자의 지분이 희석될
것이고 인수시도자의 지분은 사실상 43%가 될 것임. 포이즌필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이 지불한 100달러가 대상회사에 투자된채로 남아있다면, 인
수시도자가 대상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170달러
가 될 것임.
○ 이처럼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에서 인수시도자가 대상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 간에 15달러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프랑스
포이즌필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6. 시사점

□ 대륙법 체계를 취하는 우리나라 상법이 영·미법상의 제도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임. 따라서 미국의 워런트 제도의 도
입이 적절하지 않고 프랑스의 워런트 제도가 우리나라 상법에 접목되는 것
이 합리적인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260)
□ 기존의 연구 가운데, 포이즌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포이즌필의 개
념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탄력적이고 폭넓게 정해야 한다는 관점은 설득력
이 있다고 생각됨.261) 이 견해에 따르면 신주인수선택권의 개념을 적절하게
260) 송종준/권재열, “워런트(Warrant)의 상법 도입방안 연구(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증권법학회, (2010.
10); 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등.
261) 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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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은 동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물
론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설과 판례에 의지해서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함.
□ 또한, 정관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
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보다는 프랑스처럼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거나 비상주주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262)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신주인수선택권 자체를 동산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유로이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포이즌필 제도는 미국의 포이
즌필 제도와는 달리 적대적 인수시도자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평등주
의에 합치되면서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기업인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임. 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되
고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포이즌필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고 생각됨.
□ 포이즌필은 적대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상회사로 하여금 인수시도자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더 높은 액수를 제안받을 시간을 확보해주지만, 대상회사
의 이사들이 사익추구행위를 하고, 참호구축을 위해 포이즌필을 이용함으로
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음. 프랑스 포이즌필제도
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상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입법시에 그 정족수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동시에 적대
적 인수시도자를 다른 주주들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음.
□ 따라서 국내 포이즌필 제도 도입논의를 함에 있어서 프랑스 법제를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됨. 프랑스 포이즌필 제도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봄.

Ⅵ. 독일
262) 그 이유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함. 즉, 신
주인수선택권은 발행회사의 가치와 동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권의 방어가 필요한 때에 부여되어
야 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상법에서 임시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안이라고
봄(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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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 2001년 6월 유럽연합의 역내시장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적대적 공개인수 지
침 초안은 주주민주주의 및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방어 측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음.
○ 첫째, 미국의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 시 경영진에게 다양한 방어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그렇지 않아 미국 자본에 의한 독일 기업 인
수의 위협이 있음.263)
○ 둘째, 황금주가 금지된 독일과 달리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은
민영화된 공기업에게 적대적 경영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황금주가 허용
된 까닭에 불평등한 조건에 놓이게 됨.264)
□ 독일 등의 반대로 지침안이 부결됨에 따라, 2001년 독일은 유럽법의 위반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독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
한 공개적 매수청약과 기업인수의 규제에 관한 법률”(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WpÜG. 이하 ‘기업인수법’이라 함)을 통과시켰음.
유럽연합 지침이 공포되기 전 독일에서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기업인수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은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세계화라는 요
구를 고려하고, 독일을 경제활동과 자금조달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음.265)
□ 이하에서는 독일의 신주인수선택권제도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기로 함. 차등
의결권제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후술하기로 함.

2. 기업인수법상 방해 금지

□ 일반적인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법 제186조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에는 필요성 및 최소부담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바,
263) 기업인수 청약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회의 중립의무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하
였다고 함(유진희, “독일법상 기업인수의 규제-공개매수 및 기업인수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제6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81).
264) 독일에서는 주식법에서 기업인수에 대한 장애로 지적되었던 개별주주의 복수의결권을 삭제하였고,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국내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대신에 다른 유럽 회원국들은 기업인수
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음(유주선, “독일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
사례 분석”,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한
국법학원 (2017.12.7.), 118).
265) 유주선, 전게발표문, 119.

- 95 -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리고 주주에게 최소한의 손해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266)
□ 공개매수의 국면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인수의 청약을 위한 결정의 공표 후
에 청약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기업인수법
제33조 제1항 제1문). 이러한 금지는 공개매수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중립 의
무에 관한 것으로서, 청약의 성공을 저지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을 위한 권한
이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사회는 그의 직무재
량 행사 영역에서 방해금지를 고려해야 함.267)
○ 방해금지를 통하여 대상회사의 주주가 상황을 인식한 후 인수청약에 관하
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예
외규정 이외에도 기업인수법상 방어법제를 인정하려는 해석도 있는 반
면,268)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견해도 있음.269)
□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는 여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인수법상 방해금지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270)
○ 첫째, 만약 주식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동의
에 달려 있는 경우라면, 기업인수를 무력화할 수 있음.271) 그러나 그러한
양도제한은 기업인수 직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272) 주식법 제180조 제
2항에 따라 관련된 모든 주주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임.273)
○ 둘째, 방어조치로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있는 경우, 유통되는 주
식의 수가 줄어들고 지배권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분의 획득에도 영향
을 주게 됨. 또한 주식의 증가된 수요를 통하여 발생된 주가상승은 인수가
266) 조지현, “‘독일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에 대한 토론문”,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2017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한국법학원 (2017.12.7.), 1.
267) 유주선, 전게발표문, 120.
268) Raiser/Veil,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5. Aufl., Verlag Vahlen (2010), S. 576 ff..
269) Harrmann/Schüppen, Frankfurter Kommentar zum WpÜG, 3. Aufl., Verlag Recht und Wirtschaft
Frankfurt am Main (2008), S. 740 ff.
270) 유주선, 전게발표문, 121-122.
271) 주식법 제68조 (2)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에 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
동의를 부여함. 그러나 정관으로 감사회나 주주총회가 동의의 부여에 관하여 결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
관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72) Krause, Prophylaxe gegen feindliche Übernahmeangebot, AG 2002, 133 (138).
273) 주식법 제180조 (1) 주주에게 부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기명주식 또는 가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결의에 관하
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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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높이도록 야기함.274)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은 단지 주식법 제71조의
전제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임.
○ 셋째, 신주인수권의 배제 하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대적 지분과 인수
자 의결권한이 감소되고 인수자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할 주식의 수는 증가
함. 그 결과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가액이 상승함.275) 그 주
식이 우호적인 주주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원하는 효과는 발생하
게 됨(lock up defense).276)
○ 넷째,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획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277)을 개별적인 사례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278) 그러나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8호 제4문에 따라 허용된 증권거래소에 관한 양도는 합목적성이
아닐 것으로 판명됨. 일반적인 사례에서 거래소 시세는 감소되고, 인수자는
주식의 늘어난 수를 취하게 됨. 우호적인 기업에게 주식의 재교부는 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white squire).279)

3. 신주인수선택권 인정 여부

□ 독일 주식법 제53a조에서는 “주주는 동등한 전제조건 하에서는 동일하게 취
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1978년 12월 19일 개정에 의
하여 신설되었고,280) 이미 독일 판례281)와 학설282)가 인정하고 있던 사항을
274) Begr. RegE BT-Drucks. 14/7034, S. 58.
275) Begr. RegE BT-Drucks. 14/7034, S. 57.
276) lock up defense라 함은 인수대상회사가 우호적인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적대적 M&A를 시
도하는 회사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매수하게 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M&A 방어방법임(Semler et al., Unternehmensübernahmen Bd. 2 Rdn. 138; vgl. zur
Verhinderungswirkung auch Baums/Thoma/Grundewald, WpÜG § 33 Rdn. 29).
277) 주식법 제7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음. 제8호는 최저와 최고의 대가 및 자본금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자본에 대한 지분을 정한 것으로, 최장 5년간 유효한 주주총회의 수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함. 제8호의 제4문은 ‘주주총회는 그 밖의 처분방법을 결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278) Geibel et al., WpÜG § 33 Rdn. 11; kritisch Baums/Thoma/Grundewald, WpÜG § 33 Rdn. 31.
279) Frankfurter Kommentar WpÜG § 33 Rdn. 287. white squire(백지주)는 적대적 기업인수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 우호지분을 제공하는 제3자 투자자를 찾아 상당량의 주식을 인수시킴으로써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측의 지분을 희석시켜 매수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 때 매수대상기업이 주식을 매입하는
우호적인 제3의 투자자를 말함. casting vote(얼굴마담)라고 함).
280) Art. 42 der gesellschaftsrechtlichen EG-Richtlinie, ABl. Nr. L 26/1 vom 31. 1. 1977.
281) Vgl. BGH v. 6. 10. 1960 - II ZR 150/58 - Minimax II; BGH v. 11. 11. 1965 - II ZR 122/63;
BGHZ 44, 245 (256). 입법된 후에도 BGH v. 9. 11. 1992 - II ZR 230/91 - Bremer Bank verein;
BGHZ 120, 141 (150f.) = AG 199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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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한 것이라 하겠음.
○ 독일 주식법이 “동등한 전제조건 하”에서 주주가 동일하게 취득되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동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인
동등을 요구하고 있음.283) 즉, 주식형성에 있어서 정관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별의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됨. 따라서 엄격히는 독일
주식법 제53a조에서는 주주의 동일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동일
성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음.284)
○ 그러나 매수자를 차별취급하는 flip-in 및 flip-over 형태의 포이즌필 조
항은 ‘같은 종류의 증권보유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업인수법
제3조제1항의 일반원칙은 물론이고, 독일 주식법 제53a조에 따른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음.285)
□ 독일에서는 미국식의 포이즌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
법 제33조에서는 주주 또는 감사회의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방어수단의
가용성을 인정하고 있음.286)
○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기업인수의 청약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제33조 제1항 제1문). 법률안 초안에
서 강조하였던 이사회의 중립의무가 배제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강도가
약화된 것이라 하겠음. 기업인수에 대한 방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기업인수 청약의 대상이 아닌 회사의 통상적이고 양심적인 업무집행
자가 취했을 행위라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사회의 금지행위는 적용되
지 않음(제33조 제1항 제2문).
○ 경합하는 청약을 탐색하는 행위나 대상회사의 감사회가 동의한 행위에 대
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됨(제33조 제1항 제2문).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기업
인수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함.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
회의 75% 찬성을 조건으로 이후 18개월 동안 신주발행, 독약처방 등 다양
한 경영권 방어행동을 취할 수 있음.287)
282) Bungeroth in MünchKomm, AktG § 53a Rz. 1; Hüffer, AktG § 53a Rz. 1; Lutter/Zöllner in
KölnKomm, AktG § 53a Rz. 2.
283) Vgl. Henze/Notz in Großkomm. AktG § 53a Rz. 27 und 69; Jenssen in Heidel, AktG § 53a Rz. 2;
K. Schmidt, GesR, § 16 II 4b, S. 463.
284) K. Schmidt/M. Lutter, AktG § 53a Rz. 3; ähnlich Bungeroth in MünchKomm. AktG § 53a Rz. 9.
285) Mathias M Siems, David Cabrelli, Comparative Company Law: A Case-Based Approach, Hart
Publishing (Feb. 1 2013), 136; MünchKomm. zum AktG, Bd. 6(WpÜG), 4. Aufl., 2017, § 33 Rn. 289.
286) 유주선, 전게발표문, 126.
287)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종업원가 관여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여, 적대적 공개인수 시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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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영국과 달리 EU 지침 제9조의 이사회 중립 규칙
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지침의 채택 이전에 기업인수법에서 완화된 형태의 이
사회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
□ 영미형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하는 독일의 주주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소수주주
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할 뿐 경영권 방어에 대한 권리는 주목하지 않았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상회사 경영진의 중립성 의무(neutrality)를 부
과한 것임. 경영진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경영권 방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말고 주주들의 결정(특히, 소수주주의 결정 존중에 치중)에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신주발행이나 자사주 매입 및 독약처방 등 다양한 경
영권 방어 장치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288)
□ 그러나 2001년에 제정된 기업인수법(WpÜG)에서, 독일의 입법자는 주주총
회의 75% 찬성을 조건으로 하여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일정한 기간(법문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신주발행, 독약처방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중립 규칙을 채택한 영국과는 달리 감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까지 공개매수의 방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 경우 경영진은 자사 종업원평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유주선, 전게발표문,
127).
288) 유주선, 전게발표문,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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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등의결권

제1절 서
Ⅰ. 차등의결권 제도의 의의

□ 차등의결권 제도(dual class stock structure) 또는 다중의결권 제도(multi
class stock structure)란 주식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각 종류
마다 다른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의결권 구조를 의미함.
- 차등의결권 제도는 ⅰ) 2종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중
1주에 1개 초과 또는 1개 미만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종 이상 발행
하는 경우를 차등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최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289)
ⅱ)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를 차등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협의의 차등의결권 제
도,290) ⅲ)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두는 모든 경우, 즉 주식의 의결
권에 차등을 두는 모든 경우를 차등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광의의 차등
의결권 제도291)로 나눌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최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의 개념 중 복수의결권주식을 연
구의 대상으로 하고,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까지 확대하기로 함.
□ 현행 상법상 차등의결권 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음.
-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상법상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상
법 제369조 제1항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은 모두 강행규범으
로 하고 있음.292)
289) 대표적인 예로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을 들 수 있음.
290) 최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에 기간부의결권주식, 상한부의결권주식, 체감부의결권주식, 거부권부주식, 단원주
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291) 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에 무의결권주식, 의결권제한주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292) 김건식 외 2인 공저, 회사법(제2판), 박영사(2016), 247-251; 송옥렬, 상법강의(제7판), 홍문사(2017),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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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44조, 제344조의3은 정관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
식)과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결권의 제
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무의결권 주식과
의결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을 하는 주식만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의결권의 “수”에 관한 제한을 하는 주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님.293)
- 대법원도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294)
- 따라서 한국에서는 현행 상법상 차등의결권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차
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함.295)

Ⅱ.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찬성론의 근거이자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 경영권 방어 수단
○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자가 구상했던
기업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것임.296)
- 1주 1의결권 제도 하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 매입 등 비생
산적인 부분에 경영자원을 투입하거나 지배주주가 적정 지분율 이상으
로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297)
- 이러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
293) 김건식 외 2인 공저, 회사법(제2판), 박영사(2016), 165; 송옥렬, 상법강의(제7판), 홍문사(2017),
792-794.
29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등.
295)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74.
296)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2014. 1.), 140.
297)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175;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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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권 강화 수단(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이 필요한데,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298)
□ 자본조달의 유연화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
- 자금조달을 위해 보통주 발행을 통한 기업공개를 할 경우 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지분이 희석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공개를 주
저하게 됨.299)
-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하면 창업자들의 지분 희석 없이도 기업
공개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보
다 유연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이처럼 기업들의 신규상장이 활
발해지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300)
- 또한 배당 또는 주가차익만을 원하고 경영참여에는 관심 없는 일반 투
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배당 등에 있어서 유
리한 일반 의결권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301)
□ 주주간 현금흐름과 의결권에 대한 다른 선호를 반영
- 현금흐름권 이외의 이유로 적극적인 경영 참가 유인이 있는 주주302)에
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303)

2. 반대론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반대론의 근거이자 역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298)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175;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79.
299)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12.),
102.
300)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12.),
102;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79.
301)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176.
302) 예: 벤처기업 경영자, 기업재건의 스폰서 등.
303) 윤영신, “1주 1의결권원칙과 차등의결권원칙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9. 5.), 225; 고
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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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 봉쇄 및 대리인 비용의 증가
- 차등의결권 제도는 이른바 참호구축효과(entrenchment effect)를 낳아
지배주주가 선임한 무능한 경영진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회사에서 대리인 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지배권시장에
의한 감독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차등의결권 제도는 기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배권
시장에 의한 대리인 비용 제한이 작동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
음.304)
□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 이미 상장된 주식회사가 자본재편(recapitalization)의 목적으로 차등의
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305)

3. 최근 국내 학계의 논의 상황

- 차등의결권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최근까지도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발표된 논문의 견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차등의
결권 제도 도입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차등의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306) 경영
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하
기 위하여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견해,307) 차등의결권의 장점은 단
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하다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한
견해,308) 차등의결권을 가진 종류주식 발행의 제한이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사원권인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견해,309) 차등의
결권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
해,310) 기존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304) 윤영신, “1주 1의결권원칙과 차등의결권원칙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9. 5.), 222,
231;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80-81.
305)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81.
306) 김화진, “미국법 상의 복수의결권주식”,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8호 (2017. 4.).
307) 이양복, “차등의결권주 도입론에 대한 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7. 6.).
308) 서완석, “차등의결권에 관한 새로운 시도”, 경영법률 제27집 제4호 (2017. 7.).
309) 정혜련,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업법
연구 제29권 제1호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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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과 이용목적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311) 벤처회사·미
디어회사·가족기업과 비상장회사에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312) 등
이 있음.

Ⅲ. 해외의 실증연구 동향

□ 차등의결권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그 적법성 내지는 허용성 여부에 관한 논의
와 함께 실증적 효과에 대한 재무경제학적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 주요한 논의의 내용은 크게 1주 1의결권 원칙이 바람직한지 여부, 차등의
결권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
□ 1주 1의결권 원칙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
○ 1주 1의결권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입장
- 차등의결권 제도는 소수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보유한 주식 수에 비하여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여 사적 이익(private benefit)을 추구하도록 함으
로써 다양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견해로서, 구체적으로 투자의사 결
정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는 연구313), 인수합병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
생하게 된다는 연구,314) 독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315)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비금전적 특혜(perk)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316)가 있음.
○ 1주 1의결권 원칙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입장

310) 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5. 12.).
311)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312)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2014. 1.).
313) Lucian Bebchuk et al., "Stock Pyramids, Cross-Ownership, and Dual Class Equity: The Mechanisms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Flow Rights, Concentrated Corporate Ownership"
(R. Morck ed), Concentrated Corporate Owne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95–318.
314) Sanford J.Grossman/Oliver D.Hart, “One share-one vote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2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75, 175-202 (1988).
315) Tarun Khanna/Yishay Yafeh, “Business groups in emerging markets: Paragons or parasites?”, 45(2)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1, 331-371 (2007).
316) David Yermack, “Flights of fancy: Corporate jets, CEO perquisites and inferior shareholder
returns”, 80(1)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11, 211-24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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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1주 1의결권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지배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로, 경영자가 기업 특유적인 투자
(organizational-specific investment)를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착취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317) 지배권이 집중되더라
도 누구에게 집중되느냐가 중요한데, 경영자에게 지배권이 집중되는 경
우에는 기업가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
할 수도 있다는 연구,318) 집중된 지배권이 주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
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들, 가령 노동자들에게는 이
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연구,319) 대주주나 가문에 집중된 지배권은
피라미드 기업집단 형태에서는 기업가치를 낮출 수 있지만 독립된 기업
에서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320) 불완전계약 하에서 기업
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특유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
는데,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영자의 참호구축(entrenchment)을 통해 이
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관계특유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연
구321)가 있음.
□ 차등의결권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차등의결권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
- 1962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동안 94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차등의
결권 제도를 채택한다고 발표되었을 때 회사 주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0.82% 초과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이 주주들의 부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연구,322) 미
국의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내부자 의결권과 현
금흐름권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기업의 현금 보유가 소수주주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 CEO 보수는 높아지며, 경영자가 주주의 부를 훼손시
키는 인수합병을 많이 하고, 기업의 자본지출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기
317) Eugene F. Fama,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88(2)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8, 288-307 (1980).
318) Andrei Shleifer/Robert W. Vishny,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94(3)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61, 461-488 (1986).
319) Marco Pagano/Paolo F. Vo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e Governance”, 95(4)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5, 1005-1030 (2005).
320) Renee Adams/Daniel Ferreira, “A Theory of Friendly Boards”, 62(1) The Journal of Finance 217,
217-250 (2007).
321) William C. Johnson/Jonathan M. Karpoff/Sangho Yi, “The Bonding Hypothesis of Takeover
Defenses: Evidence from IPO Firms”, 117(2)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7, 307-332 (2015).
322) Gregg A. Jarrell/Annette B. Poulsen, “Dual-class recapitalizations as antitakeover mechanisms: The
recent evidence”, 2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9, 129-15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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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가 작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경영자
로 하여금 주주의 부를 훼손시키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함을 의미한다는 연구323)가 있음.
○ 차등의결권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
- 1962년부터 1984년까지 44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한다고 발표되었을 때에도 음의
초과수익률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이 주주
들의 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연구(Partch(1987)
),324)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모든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
을 수집한 결과,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 이전에 이미 해당 회사의 주식
은 상당히 집중적이었고 이는 참호구축이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의 중요
유인이 아니라는 점,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 발표 시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점, 장기적인 사건연구와
장기간의 회계적 성과를 조사해 보면 채택 이후 4년 동안 장기 성과는
개선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이 가치
를 창출하였음을 의미한다는 연구(Dimitrov and Jain(2006))325)가 있
음.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통일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적법성 판단 및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임을 시사함.

제2절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
Ⅰ. 미국
1. 개관

□ 미국에서는 1주 1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적대적
323) Ronald W. Masulis et al., “Agency Problems at Dual-Class Companies”, 64(4) The Journal of
Finance 1697, 1697-1727 (2009).
324) Megan Partch, “The creation of a class of limited voting common stock and shareholder wealth”,
18(2)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13, 313-339 (1987).
325) Valentin Dimitrov/Prem C. Jain, “Recapitalization of one class of common stock into dual-class:
Growth and long-run stock returns”, 12(2)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42, 342-36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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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어수단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음.
□ 애초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탄생되었던 차등의결권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고 자금조달 수단 또는 평상시 창업
자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의 규
제에 관한 역사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서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정당성 내지 목적과 그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차등의결권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실제 운용사례
를 통해 국내에서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확
인해 보기로 함.

2. 입법례
(1) 주회사법상 규정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상 1주 1의결
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함.326)
○ 동법 제212조(1)327)에서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
사의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151조에 따르면 회사는 여러 종류(Class)와 조
(Series)를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의결권이나 배당 등에서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A
종류(Class A), B종류(Class B) 등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은 A종류로 발행하고, 의결권이나 배당 등에 우선
권이 있는 주식을 B종류로 발행함.
○ 또한 한 Class 내, 즉 A종류 또는 B종류 내에서 다시 발행 시기를 달리하
여 의결권이나 배당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조(Series)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328)
326) Harford Accident & Indem Co. v. W.S. Dickey clay Mfg. Co., 24 A.2d 315, 319 (Del. 1941);
Edward P. Welch et al.,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olters Kluwer (2017),
GCL-672.
327)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212 Voting rights of stockholders; proxies; limitations.
(a)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subject to § 213 of this title,
each stockholder shall be entitled to 1 vote for each share of capital stock held by such
stock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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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우선주에 대하여
다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X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Y주식)을 발행
하였다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별은 “종류(Class)”라고 하고, 우선주
의 X주식와 Y주식의 구별은 “조(Series)”라고 함.
- 다만, 조의 주식은 그 주식이 속한 종류에 따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 즉, A종류에서 발행된 종류의 주식은 A종류의 의결권이나 배당의 한계
에서만 그 내용을 달리하여 발행할 수 있음.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은 추상적으로 “내용에 차별을 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므로, 한국 회사법이 제344조에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
열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유연성이 높음.
○ 한국 회사법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의결권
이 없는”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1주의 주식에 대
해서 1개 이상 또는 1개 미만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델라웨어주의 비상장회사에서는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
의 주식의 발행, 즉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
□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도 정관으로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2) 거래소 규정
1) 차등의결권주식 상장 규제의 역사
□ 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에 관한 규제는 오랜 역사를 가짐.
○ 투자자 보호 이념과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래소의 욕망 사
이의 충돌을 잘 보여줌.
□ 금지의 시대
○ 1898년 International Silver Company가 차등의결권주식 처음 발행한 이
후 1920년대 들어 기업들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확대되었음.
- Dodge Brothers, Industrial Rayon Corporation, A&W Root Beer
and Fox Theaters 등의 무의결권 보통주식 발행을 계기로 차등의결권
328) Providence & Worcester Co. v. Baker, 378 A.2d 121, 122-124 (Del. 1977); Edward P. Welch et
al.,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olters Kluwer (2017), GC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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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음.
- 1925년 하버드 대학 William Ripley 교수가 투자은행인 Dillon Read가
발행주식의 2% 미만을 보유하고도 Dodge Brothers의 전체를 지배하
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짐.329)
○ 1926년 NYSE는 의결권에 대한 차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의결권 보
통주식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금지함.330)
○ 1980년대 적대적 M&A의 시대가 되었고, 차등의결권주식이 중요한 경영
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함.331)332)
□ 허용의 움직임
○ NYSE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
던 AMEX나 NASDAQ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General Motors
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상장을 NASDAQ에서 하려고 하자 1986년
위 상장 규정의 적용을 유예함과 동시에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상장 규정의 개정을 추진함.333)
□ SEC의 제동
○ 1988년 SEC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한 Rule 19c-4를 제정함.
○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 등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 제한 또는 차등적
으로 축소시키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334)에는 당해 회사가 발행하는 증
권에 대한 상장을 금지함.335)
- 당해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의 상장도
329) Joel Seligman, "Equal Protection in Shareholder Voting Rights: The One Common Share, One Vote
Controversy", 54 Geo. Wash. L. Rev. 687, 694 (1986).
330) Louis Lowenstein, "Shareholder Voting Rights: A Response to SEC Rule 19c-4 and to Professor
Gilson", 89 Colum. L. Rev. 979, 979–985 (1989); Joel Seligman, "Equal Protection in Shareholder
Voting Rights: The One Common Share, One Vote Controversy", 54 Geo. Wash. L. Rev. 687, 693–
707 (1986).
331) Stephen M. Bainbridge, "The Short Life and Resurrection of SEC Rule 19c-4", 69 Washington. U.
L. Q. 565, 571 (1991).
332) 이 기간 동안 65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M&A 방어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함(Stephen
I. Glover/Aarthy S. Thamodaran, "Debating the Pros and Cons of Dual Class Capital Structures",
27(3) Insights: The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Advisor 1, 2 (2013)).
333) Stephen M. Bainbridge, "The Short Life and Resurrection of SEC Rule 19c-4", 69 Washington. U.
L. Q. 565, 576-577 (1991).
334)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결권의 상한 설정, 보유기간에 따른 의결권 제한, 보통주보다 다수 또는 소수의 의
결권을 가지는 주식으로의 교환, 주식배당 또는 기타 분배의 방식으로 보통주보다 다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
식의 발행이 있음.
335) Stephen M. Bainbridge, "The Short Life and Resurrection of SEC Rule 19c-4", 69 Washington. U.
L. Q. 565, 57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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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함.
○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함.336)
- IPO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의결권의 차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
수할 것이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런데 주식의 의결권과 같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본래 개별
주법의 영역인데 이를 SEC가 규율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제
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1990년 D.C. 항소법원은 SEC에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는 선고를 하게 됨.337)
○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는 주요 거래소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NYSE,
AMEX를 비롯하여 NASDAQ 상장 규정까지 현재와 같은 상장 규정의 모
습을 갖추게 됨.

2) 거래소 상장 규정
□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New York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Manual)은 상장회사가 상장 후에 새로이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338)
○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 제313조와 보충서(Supplementary Material)
제10조에 따르면 이미 상장된 회사가 새롭게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함으
로써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금지됨.
○ 나스닥(NASDAQ) 주식시장 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도 뉴욕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주 1의결권이 강제되고 있어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금지됨.
□ 다만, 상장 이전에 이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추가 발행은 가능함.339)
336) SEC Rule 19c-4(d).
337) Business Roundtable v. SEC, 905 F.2d 406 (D.C. Cir. 1990): “It would, moreover, overturn or at
least impinge severely on the tradition of state regulation of corporate law. As the Supreme Court
has said, “corporations are creatures of state law, and investors commit their funds to corporate
directors on the understanding that, except where federal law expressly requires certain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stockholders, state law will gover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corporation.””
338) Stephen I. Glover/Aarthy S. Thamodaran, "Debating the Pros and Cons of Dual Class Capital
Structures", 27(3) Insights: The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Advisor 1, 2 (2013).
339)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규정 보충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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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상장 이전에 이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임.340)
○ 즉,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고 상장 이후에도 차등의결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장 전에 이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있어야 함.
- 이로 인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대부분의 신생회사들, 특히
ICT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상장 전에 미리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
용하는 정관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요컨대, 상장회사가 신규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허용됨.

3. 최근의 운용 현황과 사례
(1) 차등의결권 구조 운용 현황
□ 차등의결권주식 보유 상장회사의 증가
○ 최근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구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과거보다 차등
의결권 구조를 가진 상장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음.341)
- 실제 2005년 미국 전체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1%에 불과하던 차등의
결권 구조 상장회사가 2015년 기준 전체 13.5%로 증가하였음.342)
○ Fenwick & West LLP에서 2003년부터 매년 조사·발표되는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Trends”의 2016년 자료를 통해 살펴본 S&P
100 기업,343) SV 150 기업344)의 지배구조 트렌드 중 하나가 차등의결권
구조의 도입이라고 함.345)

340) Stephen I. Glover/Aarthy S. Thamodaran, "Debating the Pros and Cons of Dual Class Capital
Structures", 27(3) Insights: The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Advisor 1, 2 (2013); 송옥렬, “복수의결
권 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8.), 245-246.
341)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4.
342)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4 각주 1 참조.
343) S&P 100 기업은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100개 기업을 산업 밸런스를 맞추어 나열한 것으로 S&P
500 시가총액의 57% 이상,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45%를 구성함.
344) Silicon Valley 150은 실리콘밸리 내 약 275개의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상위 150개 기업
을 말함.

- 111 -

- 이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차등의결권 구조는 주로 S&P 100 기업들에서
채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사이에서도 차등의
결권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하게 되었고, 실제 SV 150
기업의 차등의결권 구조의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약
11.3%에 달하였다고 함.346)
□ 물론 차등의결권 구조를 활용하는 회사가 IT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미디어(AMC, Cablevision, CBS, Liberty Media, Sinclair Broadcast
Group, Scripps, Viacom 등), 금융(Berkshire Hathaway, Evercore,
Houlihan

Lokey

등),

소비재(Estée

Lauder,

Ford,

Hershey,

Constellation Brands, Coca-Cola Bottling Co., Nike, Panera
Bread,

Ralph

Lauren,

Tyson

Foods

등),

기간산업(Swift

Transportation, TerraForm, Quaker Chemical, Nacco Industries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회사들이 차등의결권 구조를 활용하고 있
음.347)
-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와 같은 미디어 회사의 대부분이
편집권의 독립성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한다는 논리로 차등의결권 제도
를 채택하고 있고,348) 또 Martha Stewart Living이나 Ralph Lauren과
같이 창업자 등 특정 인물 자체가 그 회사의 브랜드로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인물의 지배권을 확립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차등의결권 제도가 활용되어 옴.349)
□ 더욱이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요 주가지수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시가총액도
2016년 7월 기준 3조 달러를 넘어섬.350)
345) David A. Bell,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Trends”, Fenwick & West LLP (2016), 33,
https://www.fenwick.com/FenwickDocuments/2016-Corporate-Governance.pdf; 이를 요약한 국내문헌으
로는 박현성,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KERI Brief 17-22 (2017. 10.), 4-5 참조.
346) David A. Bell,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Trends”, Fenwick & West LLP (2016), 33,
https://www.fenwick.com/FenwickDocuments/2016-Corporate-Governance.pdf.
347) Edward Kamonjoh, Controlled Companies in the Standard & Poor’s 1500: A Follow-up Review of
Performance & Risk,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stitute (2016), 84-90.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95 (2017).
348) 언론사는 수익의 극대화화 같은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요구에 휘둘
리지 않는 철학을 가진 경영진의 지배가 중요하다고 함.
349) Stephen I. Glover/Aarthy S. Thamodaran, "Debating the Pros and Cons of Dual Class Capital
Structures", 27(3) Insights: The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Advisor 1,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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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 기준 주요 지수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한 회사 현황351)

회사수
비중
시가총액(단위: 조)

S&P 100
9
9%
$2.26

S&P 500
32
6.4%
$2.79

Russell 1000
83
8.4%
$3.18

Russell 3000
245
8.2%
$3.35

(2) 차등의결권 구조 운용 사례
□ Google(현재 Alphabet: IT 기업)
○ Google은 2004년 NASDAQ 시장에 IPO를 하기 위하여 차등의결권주식
을 발행함.352)
-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Class A 주식과 1주당 10의결권을 가지는
Class B 주식을 발행하여, Class B 주식은 창업자인 Larry Page,
Sergey Brin 등에게만 부여하고 Class A 보통주식만을 상장함
(ARTICLE IV. Section 2. (a)).353)
- IPO 당시의 증권신고서(S-1 Registration Statement) Founders’ IPO
Letter에서 Larry Page는 외부로부터의 인수 시도를 어렵게 하고, 혁
신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장 이후에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치 비상장회
사와 같이 창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차등의결권 발행
이유를 밝힘.354)
350)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94 (2017).
351)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94 (2017).
352) 창업자들은 비상장으로 남기를 원하였지만, 미국 증권거래법은 주주의 수가 500명을 넘는 기업의 재무제표
를 공개여야 하는데, Google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경영진들을 유치하기 위해 종업원지주제를 적극적으로 추
진해왔기 때문에, 2004년 초 전체 직원 중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 수가 이미 500명을 넘어서고 있었음. 따라
서 IPO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353) Google(현재 Alphabet) 정관, https://abc.xyz/investor/pdf/alphabet-certificate-of-Incorporation.pdf.
354) “In the transition to public ownership, we have set up a corporate structure that will make it harder
for outside parties to take over or influence Google. This [dual class] structure will also make it easier
for our management team to follow the long term, innovative approach emphasized earlier … The main
effect of this structure is likely to leave our team, especially Sergey [Brin] and me, with significant
control over the company’s decisions and fate, as Google shares change hands. New investors will
fully share in Google’s long term growth but will have less influence over its strategic decisions
than they would at most public companies … From the point of view of long-term success in
advancing a company’s core values, the structure has clearly been an advantage … Google has
prospered as a private company. As a public company, we believe a dual class voting structure will
enable
us
to
remain
many
of
the
positive
aspects
of
being
private.”(https://abc.xyz/investor/founders-letters/2004/ipo-let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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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Google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통해 IPO에 따른 소유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Class B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하여 창업자들의 안정
적인 지배권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었음.
- 결과적으로 Class B 주식의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1.3%를 보유하면
서도 총 의결권의 66.2%를 행사할 수 있게 됨.
- Class A 주식과 Class B 주식은 의결권을 제외하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권을 비롯하여 기타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짐(ARTICLE IV. Section 2. (b), (c), (e)).
- Class B 주식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Class A 주식으로 전
환할 수 있음(ARTICLE IV. Section 2. (f)(ii)).
○ 또한 Class B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보유자가 사망355)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Class A 주식으로 전환됨(ARTICLE IV. Section 2. (f)(iii),
(iv)).
- 한편, IPO 이후에도 추가적인 신주 발행은 필요하였고356) 이에 따라
Class A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창업자들의 지분이
지배권을 상실할 정도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2014년 Google은 의결권이 없는 Class C 자본주(Capital Stock)
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식(Class A 주식과 Class
B 주식)에 대한 배당 형식(일종의 ‘주식 분할’)으로 기존 주식 1주당
Class C 자본주 1주를 배당하고 Class C 주식을 상장함.357)
- 의결권이 없는 Class C 자본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Google 창
업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본 조달에도 불구하고 지배권의 약
화를 막을 수 있게 됨.358)
□ Facebook(IT 기업)
○ Facebook은 Google의 상장과 매우 유사한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함.
- Facebook은 2012년 NASDAQ에 IPO를 하면서, Zuckerberg를 비롯한
355) 사망 전 미리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Class A주식으로 자동전환되지 아니함.
356) IT기업의 특성 상 인재의 유치와 유지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과 M&A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
해서도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
357) NASDAQ에서는 Class A주식(티커심벌: GOOGL)과 Class C주식(티커심벌: GOOG)이 별개로 상장되어 거
래됨.
358) 지배권을 안정시킨 Google은 2015년 8월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하고 기존 Google의 사업부를 7개의 회
사로 분리해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의 Google Class A, B, C 주
식을 알파벳 주식으로 전환함. 이때에도 Class B 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Class A, C 주식만이 NASDAQ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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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창립 멤버들은 1주당 10의결권을 가지는 Class B 주식을 보유하
고,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통상의 보통주인 Class A 주식만을 상장
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함(ARTICLE IV. Section 3.2).359)
- 이에 따라 Class A 주식의 상장 후에도 Class B 주식이 Class A 주식
과 Class B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9.1%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한 Class
B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있어 있었음.
- 결과적으로 Zuckerberg는 18%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의결권은 57%
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Class A 주식과 Class B 주식은 의결권을 제외하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권을 비롯하여 기타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짐(ARTICLE IV. Section 3.1, 3.3, 3.5).
- Class B 주식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Class A 주식으로 전
환할 수 있음(ARTICLE IV. Section 3.8(a)).
○ 또한 Class B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Class A 주식
으로 전환됨(ARTICLE IV. Section 3.8(b)).360)
- 한편, Facebook은 2016년 6월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는 Class A
주식 및 Class B 주식과 동일한 내용의 Class C 주식을 Class A 주식
및 Class B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교부361)할 것과
이 Class C 주식도 NASDAQ에 상장시킬 것임을 공표함.
- 이러한 배당이 아직 이루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실행된 경우에는
Google과 마찬가지로362) 경제적으로는 1:3의 주식분할이 이루어진 것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실상 유동성이 한정
되어 있는 Class B 주식 보유자에게 유동성 있는 Class C 주식을 교부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됨.
□ Yelp(IT 기업)
○ 미국의 유명한 지역생활정보 검색 및 리뷰 사이트인 Yelp는 2012년 5월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하고 IPO를 하였음.
359) Facebook의 정관, https://s21.q4cdn.com/399680738/files/doc_downloads/governance_documents/
FB_CertificateOfIncorporation.pdf.
360) Google과는 달리 창업자 사망시 Class A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음(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24 각
주 47).
361) Class A 주식 및 Class B 주식 1주당 Class C 주식 2주씩 교부 함.
362) Google의 경우에는 1:2의 주식분할 효과를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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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p의 정관은 1주당 1의결권인 Class A 주식과 1주당 10의결권인
Class B 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함(FOURTH. D. 1. (b)).363)
○ Class B 주식이 두 주식을 합한 전체 주식수의 10% 미만이 되거나 IPO
후 7년이 되면 Class A 주식과 Class B 주식은 모두 같은 보통주로 전환
됨(FOURTH. D. 3.).
○ Yelp 정관에는 Class B 주식의 양도 시 Class A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
되는 규정도 두고 있음(FOURTH. D. 3.).
○ 또한 Class B 주주의 사망 또는 장해 발생(Disability) 시 Class A 주식으
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규정도 두고 있음(FOURTH. D. 4.(c)).
□ Snap(IT 기업)
○ 2017년 3월 2일 NASDAQ에 상장한 Snap은 지금까지 Google이나
Facebook이 행한 차등의결권주식 상장과는 달리 무의결권주식만을 상장
시킨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음.
- Snap은 ① 의결권 없는 Class A 주식, ② 벤처캐피탈 등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서 부여된 1주당 1 의결권이 있는 Class B 주식
및 ③ 창업자에게 부여된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Class C 주식
등 3가지의 주식을 발행하여 NASDAQ에는 그 중 ①만을 상장시킴.
- Class B 주식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Class A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
고, Class C주식도 창업자의 선택에 따라 Class 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Class B 주식과 Class C 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을 경유
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ARTICLE V.
3.).364)
- 이들 주식 권리 내용은 의결권의 유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함
(ARTICLE V. 2.).
○ 다만 Class C 주식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사망 9개월 후 또는 창업자의
Class C 주식의 소유 비율이 Class C 주식 전체의 30% 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1:1의 비율로 자동적으로 Class B 주식으로 전환됨(ARTICLE V.
6. (a) (iii)).
○ 또한 Class C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Class B 주식으로 전
환됨(ARTICLE V. 6. (a) (i)).
363)
Yelp의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45016/000119312512106811/d312269dex31.htm.

정관,

364)
Snap의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64408/000119312517029199/d270216dex32.htm.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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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Facebook의 Class B 주식과 마찬가지로 창업자에 의한
지배를 가능한 한 유지하게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여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상장되지 않은 Class B 주식과 Class C 주식의 관계 등 그 의도
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Snap의 자본정책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음.
□ Ford Motor Company(이하 Ford, 자동차 제조업)
○ NYSE에 상장된 Ford사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Ford 가문은 Class B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총 의결권의 40%를 보유
함(Section 1. 1.3a).365)
○ Class B 주식은 창업주인 헨리 포드(Henry Ford)의 자손 등 정관에서 규
정한 자들 사이에서만 양도가 허용되고, 그 밖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일반주식으로 전환됨(Section 2. 2.1).
- 이와 같은 양도 및 전환을 통하여 Class B 주식수가 60,749,880주 미
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포드 가문은 총 의결권의 30%를 보유하게
되며, 33,749,932주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1주 1의결권만을 가
지게 되고 처분 제한도 없어지게 됨((Section 1. 1.3b, 1.3c)).
□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INC.(생활용품 전문 기업)
-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Class A 주식과 1주당 10의결권을 가지는
Class B 주식으로 구성된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함(ARTICLE IV B.
(3)).366)
- Class A 주식만 NYSE에 상장되고, Class B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창업
자인 Martha Stewart가 이를 100% 소유하여 전체 의결권의 94.4%를
장악함.367)
○ Class B 주식의 양도 시 Class A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규정도 두
고 있음(ARTICLE IV B. (4)(b)).
□ UNITED PARCEL SERVICE, INC.(이하 UPS, 물류 운송기업)

365)
Ford의
정관,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7996/000003799601000014/
0000037996-01-000014-0002.txt.
366)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의 정관,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91801/
0000950123-99-006951.txt
367) Beam v. Martha Stewart, 833 A.2d 961 (Del. Ch. 2003); Allen-Kraakman Subramania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2nd ed.), Wolters Kluwer (2007)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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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는 1999년 11월 IPO를 하면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였음.
- 1주당 10 의결권이 부여되는 Class A 주식과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
는 Class B 주식으로 구성되며, Class B 주식만이 NYSE에 상장됨.368)
○ Class A 주식은 UPS의 종업원들과 퇴직자들만이 보유할 수 있음.
- 2013년 12월 현재 Class A 주식은 전체 주식의 약 23%, Class B 주식
은 77%를 차지함.369)

4. 최신의 논의 상황
(1) 차등의결권주식 상장 허용에 관한 첨예한 대립
□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중인 이슈임.370)
○ 특히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의 찬성과 반대에 관하여 기업가와
기관투자자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거나 유지하려는 기업가와 이를 반대하는 주주
들, 특히 비경영참여형 집합투자(passive fund)371) 또는 기관투자자의
대립과 대안 모색을 다룬 Stanford 대학의 Andrew Winden 교수의 연
구에 따르면, 기업가는 차등의결권주식을 통해 투자자의 간섭 없이 그
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비전을 그
리는 반면, 투자자들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으로 기대했던 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업 자산이 낭비된다고 우려하거나
의결권이 없어 기업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하여 응답 없는 허공에 소리
를 지르는 것과 같다고 불평한다고 하면서, 매우 상반되는 기업가와 투
자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음.372)

368) UPS의 정관, file:///C:/Users/user/Downloads/UPS_certificate.pdf.
369) UPS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vestors.ups.com/phoenix.zhtml?c=62900&p=irol-faq.
370)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96 (2017);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371)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하는 펀드를 의미함.
372)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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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하는 입장: 기관투자자와 인덱스 펀드
□ 대형 지수의 차등의결권 배제 발표
- 2017년 7월 26일 FTSE Russell 지수는 2017년 가을부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
고,373) 곧이어 같은 달 31일에 S&P Dow Jones 지수도 차등의결권주
식을 발행한 회사를 8월 1일부터 즉시 배제하겠다고 발표함.374)
- 이는 양 지수가 미국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이하 CII)를 비
롯한 다수의 주주 행동주의자들에 의한 압력, 즉 저명한 주가 지수에는
오로지 1주 1의결권을 따르는 회사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
한 결과였음.
- 이에 대한 시장의 충격은 상당한 것이었으나, 2017년 12월 기준 현재
아직은 NASDAQ과 NYSE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을 허용하고 있어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신생 회사들은 여전히 상
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음.375)
□ CII와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stitute(이하 IRRCi)의
요청에 의해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이하 ISS)가 수행한 최근
의 연구를 통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이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
지 않고, 오히려 기업지배구조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음.376)

2) 찬성하는 입장: 기업가

373)
FTSE
Russell,
“FTSE
Russell
Voting
Rights
Consultation–Next
Steps”,
http://www.ftse.com/products/downloads/FTSE_Russell_Voting_Rights_Consultation_Next_Steps.pdf
(2017. 7. 26.).
374) S&P Dow Jones Press Release, “S&P Dow Jones Indices Announces Decision on Multi-Class
Shares and Voting Rules”, https://www.spice-indices.com/idpfiles/spice-assets/resources/public
/documents/561162_spdjimulti-classsharesandvotingrulesannouncement7.31.17.pdf?force_download=true
(2017. 7. 31).
375)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376) Gabriel Morey, Multi-Class Stock and Firm Value-Does Multi-Class Stock Enhance Firm
Performance?-, CII (2017), http://www.cii.org/files/publications/misc/05_10_17_dual-class_value_study.
pdf; Edward Kamonjoh, Controlled Companies in the Standard & Poor’s 1500: A Follow-up Review
of Performance & Risk,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stitute (2016),
https://irrc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3/Controlled-Companies-IRRCI-2015-FINAL-3-16-1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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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을 통해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단기 주가 및 실적 등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따라 경영할 수 있음.
- 벤처금융업계에서는 IT 기반 기업일수록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
기 실적주의에 따른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377)
□ 신생 기업의 상장을 유도할 수 있음.
- 창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생 기업 중에는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회사 수가 약 50% 줄었고, 1980년도부
터 2000년까지 연간 평균 약 300개의 신규 상장회사 수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평균 약 110개 이하로 줄었다고 함.378)
□ NYSE와 NASDAQ에 상장된 IT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지배구조 면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회사들이 많음.379)
-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을 반대할 수 없음.
- 상장하려는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려는 NYSE와 NASDAQ 입장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을 막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
려함.380)

(2) 차등의결권주식 상장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 사적자치 vs. 강제적 규
제
□ 미국에서의 차등의결권제도에 관한 가장 최신의 논의를 살펴보면, 논의의
핵심은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의 허용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차등의결권 구
377)
SEC에
대한
Andreessen
Horowitz
벤처캐피탈
CEO인
Scott
Kupor의
증언;
https://www.sec.gov/spotlight/investor-advisory-committee-2012/kupor-sec-testimony.pdf (2017년 12
월 1일 방문).
378)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379)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380)
NASDAQ,
The
Promise
of
Market
Reform
(2017),
6,
http://business.nasdaq.com/media/Nasdaq%20Blueprint%20to%20Revitalize%20Capital%20Markets_tcm50
44-431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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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경제적 효용을 다했을 때 경영자가 이러한 구조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
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차등의결권 제도를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데 있음.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해소 장치의 마련을 사적자치에 맡길 것인지, 강
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1) 차등의결권 해소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
□ 최근의 차등의결권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명 주기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동태
적 분석을 시도함.381)
- 지금까지는 정태적 분석 입장에서 차등의결권 구조가 기업 가치를 증가
시키는지 아니면 훼손하는지에 관한 양분법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
음.
□ 수명 주기 가설에서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처음 채택될 때에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쪽으로 전락할 수 있
다는 것임.
- Johnson, Karpoff and Yi: 경영권 방어수단이 채택된 초기에는 경영권
방어수단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성립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성립하게 됨.382)
- Cremers, Lauterbach and Pajuste: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하는 IPO 주
식은 그렇지 않은 IPO 주식에 비해 프리미엄을 가지나 시간이 지나면
서 이 프리미엄은 디스카운트로 바뀌게 됨.383)
□ 즉, 차등의결권 제도의 장점과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장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 채택된 차등의결권 구조는 계속 지
속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함.
381)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2017); Martijn Cremers et al., “The Life-Cycle of Dual Class Firms: From IPO to
Sunset”, ECGI Finance Working Paper No. 550/2018 (2017),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062895 or http://dx.doi.org/10.2139/ssrn.3062895; William C. Johnson et
al., “The Lifecycle Effects of Firm Takeover Defenses“ (2017),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808208 or http://dx.doi.org/10.2139/ssrn.2808208.
382) William C. Johnson et al., “The Lifecycle Effects of Firm Takeover Defenses“ (2017).
383) Martijn Cremers et al., “The Life-Cycle of Dual Class Firms: From IPO to Sunset”, ECGI Finance
Wo.rking Paper No. 550/20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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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차등의결권의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균형접근법(the equilibrium approach)에 따
르는 경영자는 차등의결권의 경제적 효과가 점차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차등의결권 구조를 해소하게 되는 반면, 비
합리적인 반응(Stickiness)을 보이는 경영자는 차등의결권의 경제적 효
과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 구조를 경향을 보인다고 함.384)
- 따라서 기존의 차등의결권에 관한 논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고 함.
□ 차등의결권 구조를 설계할 때 sunset(일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 동태적 수명 주기 가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이후 그 경제적 효용을
다했을 때 경영자가 이러한 구조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
인지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차등의결권 제도를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 차등의결권 제도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고 대
신 sunset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차등의결권에 제한된 수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CII도 1주 1의결권 원칙을 지지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sunset조항을 두어야함을 강조하고 있고,385) ISS도 2017 voting policies에
서 sunset조항 없이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IPO를 한 기업의 이사 후보
에게 반대투표를 행사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sunset조항을 강제해야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386)

□ Bebchuk의 주장
○ sunset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Bebchuk 교수
의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6월에 발표한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이라는 논문387)을 통해서 차등의결권을 가진 상장회사의 문제점을
384) William C. Johnson et al., “The Lifecycle Effects of Firm Takeover Defenses“ (2017); Martijn
Cremers et al., “The Life-Cycle of Dual Class Firms: From IPO to Sunset”, ECGI Finance Wo.rking
Paper No. 550/2018 (2017).
385) CII, “Dual-Class Stock”, CII Homepage Issues & Advocacy, http://www.cii.org/dualclass_stock 참조.
386)
ISS,
2017
Americas
Proxy
Voting
Guidelines
Updates
https://www.issgovernance.com/file/policy/2017-americas-iss-policy-updates.pdf.

(2017),

4-5,

387)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85-6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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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안함.
- Bebchuk 교수의 문제의식
· Sumner Redstone은 Paramount사, CBS사, MTV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재벌 Viacom사의 지배주주임.388)
· 1990년 Redstone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함으로써 적은 지분으로 Viacom
전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됨.
· Redstone은 당시 이미 거대 미디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Viacom사를 잘 이끌 것이라는 보통주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
었음.
· 그러나 26년이 지난 2016년에 Viacom사의 전직 CEO는 Redstone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Redstone은 걷거나 말하기도 어렵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
음.389)
· 그럼에도 불구하고 Redstone은 여전히 Viacom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
는 반면, 약 90%에 이르는 Viacom사의 보통주주들은 회사의 지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390)
· 더불어 2017년 3월 IPO를 하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Snap과
같은 경우도 창업자인 Evan Spiegl과 Bobby Murphy은 전체 주식의
38.4%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의결권은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
다고 하면서, 현재는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더라도 언젠가는 Viacom사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지적함.391)
· 따라서 차등의결권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적 비용은 증가하고 잠
재적 효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IPO 당시에는 효율
적인 구조라고 믿고 투자를 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영속적인 지배권을 부
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주장함.392)
- IPO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등의결권 구조의 잠재적 비용은 ⅰ) 창
388)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87-588 (2017).
389)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87-588 (2017).
390)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87-588 (2017).
391)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89 (2017).
392)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59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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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지배주주의 역량의 감퇴와 ⅱ)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의 감소를 이유로 하여 증가함.393)
ⅰ)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의 역량의 감퇴
· 창업자가 IPO 당시에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책임자로서 매우 적합한 인재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우수성과 역량은 감퇴될 수 있음.394)
· 그 결과, 시간의 경과에도 불변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395)
ⅱ)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의 감소
· 차등의결권 구조를 택한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
권은 유지하면서 보유지분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음.396)
· 일반적으로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는 IPO할 당시에는 주당 보유할 수 있
는 의결권 수를 높게 설정하거나 주식 자체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과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의결권(가령 80%)을 보유함.397)
· 그러나 그 후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배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보유하고
지분비율을 낮추려할 것임.398)
· 실제, SEC의 공시 시스템 EDGAR(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를 통해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한 주요 회사
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주주들은 IPO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보유 비율을 낮추
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399)

393)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4 (2017).
394)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4-607 (2017).
395)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4-607 (2017).
396)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7-609 (2017).
397)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7 (2017).
398)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7-608 (2017).
399)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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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상장한 해에는 평균 3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2015년에는 평균 11.6%를 보유하고 있음.400)
[표]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한 주요회사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비율401)
회사명
Berkshire Hathaway
Facebook
Google
Comcast
NIKE
Ford Motor
R e g e n e r o n
Pharmaceuticals
Twenty-First Century Fox
CBS
Broadcom
평균

IPO 년도

최초 보유 비율

2015년 현재 보유비율

1999
2012
2004
1978
1984
1969

32%
28%
28%
42%
68%
7.1%

20%
15%
12%
0.4%
31%
1.8%

1991

7%

5%

2005
1995
1999

16%
26%
45%
30%

15%
8%
8%
11.6%

○ 결국, 차등의결권 구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금흐름과 지배권의 괴리
를 심화시킴으로써 회사의 창업자 내지 지배주주와 일반 보통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402)
○ 더 나아가 이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IPO 당시에는 효율적인 것이더라도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비효율적인 것으로 될 수 있음에도 창업주 또는 지배주
주에게는 여전히 차등의결권 구조를 택할 유인이 있음을 의미함.403)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ebchuk 교수는 Fixed-Time sunset 유
형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함.404)
400)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8 (2017).
401)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8-609 (2017).
402)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7-609 (2017).
403) 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07-609 (2017).
404) Bebchuk 교수는 ① Fixed-Time sunset, ② Triggering-Event sunset(장해, 사망, 은퇴 연령 도래 등 일
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이 자동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구조,
10년에서 15년 기간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대리인 비용 문제 해결이 덜 함), ③ Ownership-Percentage
sunset(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창업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은 종류
주식이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구조, 현금흐름과 지배권 사이의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이상 차등의결권 구조가 비효율적이 되더라도 창업자가
지배권을 영속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속적인 차등의결권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 함) 유
형의 차등의결권을 검토하는데, 그 내용은 Winden 교수의 유형별 분류와 유사함.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fixed-time sunset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함(Lucian Bebchuk/Kobi Kastiel, "The Untenable Case for
Perpetual Dual-Class Stock", 103 Virginia L. Rev. 585, 619-6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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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간(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이 일몰되는 구조임.
- 즉, 차등의결권 종류주식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됨.
- 다만 그 연장도 가능한데, 이는 10년 또는 15년에 한 번씩 지배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복수의결권의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절
차를 거쳐야 함.
- 이는 이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
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함.
- 이러한 구조가 지배주주의 경영 비효율성, 지배주주와 일반 보통주주와
의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함.

2) 차등의결권 해소 장치는 사적자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 차등의결권 해소 장치 마련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차등의결권 제도가 적절하게 통제되어 운용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견
해들도 존재함.405)
- 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택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이사회, 투자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사적자치를 통해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가
치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하는 자본 구조를 선택한 결과임.
- 따라서 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이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그렇다면 설사 sunset 조항이 없더라도 똑
똑한 투자자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하는 회사를 선택할 것이므로
sunset 조항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임.
- 미국에서는 이처럼 지금까지도 사적자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왔고, 이
는 실제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NYSE와 NASDAQ에 상장된 차등
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위상을 보더라도 증명이 된다고 함.406)
□ 여기에 더하여 Winden 교수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상장하는 회사들은 자율
405)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Bernard S. Sharfman, “A Private Ordering Defense of a Company's Right to Use Dual Class
Share Structures in IPOs”, 63(1) Villanova L. Rev. (forthcoming 2018),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986164 or http://dx.doi.org/10.2139/ssrn.2986164.
406) David J. Berger, “Dual-Class Stock and Private Ordering: A System That Work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5/24/dual-class-stock-and-private-ordering-a-system-that-wor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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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관에서 sunset 조항을 두고 있어, 투자자의 간섭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기업가의 자유와 대리인 비용을 줄이려
는 투자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왔고, 앞으로도 차등의결권 구조 도입을
위한 정관 작성 시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정관을 신중하
게 작성함으로써 법의 개입 없이 사적자치에 의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함.407)
- 그 근거로 2017년 초반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차등
의결권 구조를 취하고 있는 123개사를 선정하여 정관을 분석한 후 회
사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다양한 sunset 조항을 두어 운영되고 있
음을 실증함으로써 사적자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
음.
□ 차등의결권 구조를 택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에 나타난 sunset조항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정관 상 sunset조항 분석

상장연도
1999년 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No Time-base
or
Dilution
Sunset
28

Time-based
Sunset408)

D i l u t i o n
Sunset409)

1

16

1
2
4
5

Death
or
Incapacity
Sunset410)
2

Free Transfer
30
1

1

1
2
2
3
1
3
2
3
2

2
1
3
3
1
3
3

59

18

1
2
1
1
1
1
1
2
2
4
4
6
8
5
1
56

1
2
2

1
2
2
1
2

2
4
5
6
3
6
3
1
37

2
2
1
1
1
1
47

407)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1-93.
408) Time-based Sunset조항과 Dilution Sunset조항을 동시에 두고 있는 회사도 포함됨. Time-based Sunset
조항만을 두고 있는 회사는 8개사임.
409) Time-based Sunset조항과 Dilution Sunset조항을 동시에 두고 있는 회사도 포함됨. Dilution Sunset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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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based Sunset 조항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는 조
항을 말하는데, 123개 회사 중 Time-based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
사는 18개 회사임.411)
- 위의 운영 사례에서 Yelp(7년)가 대표적인 예인데, IT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의약, 요식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Time-based
Sunset 조항을 두고 있음.
- Time-based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2010년 이
후 상장한 회사라는 점에서, Time-based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
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412)

만을 두고 있는 회사는 46개사임.
410) 장해, 사망 등 일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이 자동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
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는 조항
411) Winden 교수의 논문에서는 18개사로 되어 있지만, 2017년 새로 상장된 회사까지 포함하면 25개임. 각
회사의 상장연도와 일몰연한은 다음과 같음.
[표] Time-based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
회사
Rockwell Automation
Texas Roadhouse
MaxLinear
Ironwood Pharmaceutical
Groupon
Kayak Software
Yelp
Workday
Re/Max Holdings
Veeva Systems
Castlight Health
Mindbody
RingCentral
Pure Storage
Fitbit
Apptio
Twilio
Nutanix
MuleSoft
ACM Research
StitchFix
Alteryx
Hamilton Lane
Okta
Altair Engineering

상장연도
1987
2004
2010
2010
2011
2012
2012
2012
2013
2013
2014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일몰연한
10
5
7
8
5
7
7
20
5
10
10
7
7
10
12
7
7
17
5
5
10
10
10
10
12

412)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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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lution Sunset 조항은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 수가 의결권이 많은 종
류주식과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을 합한 전체 주식 수의 일정비율 이하
로 낮아지거나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 수 자체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
지면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이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으로 전환되는 조
건이 있는 조항을 말하는데, 123개 회사 중 Dilution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는 56개 회사임.413)
- 위의 운영 사례에서 Yelp(Class B 주식이 전체 주식수의 10% 미만이
되면 Class A 주식으로 전환)와 Ford(Class B 주식수가 33,749,932주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Class B 주식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됨),
Snap(창업자의 Class C 주식의 소유 비율이 Class C 주식 전체의
30% 미만으로 되면 Class B 주식으로 전환)이 대표적인 예임.
- Dilution Sunset 조항을 두어 Class B 주식이 Class A 주식과 Class B
주식을 합한 전체 주식수의 일정 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Class A 주식
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Time-based Sunset 조항이나 Dilution Sunset 조항 둘 중 어느 하나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상장한 회사가 64%이고
2000년 이후 상장한 회사는 39%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sunset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414)
○ Death or Incapacity Sunset 조항은 장해, 사망 등 일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식이 자동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종류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는 조항인데, 123개 회사 중 Death or Incapacity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는 37개 회사임.415)
- 위의 운영사례에서 Google, Yelp, Snap 등에서 Death or Incapacity
Sunset 조항을 두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상장한 회사 중에 Death or Incapacity Sunset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음.
○ Free Transfer는 Transfer sunset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
고, Transfer sunset 조항이란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자동
413) Snap을 포함하여 2017년 새로 상장된 회사까지 포함하면 61개임.
414)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18.
415) Snap을 포함하여 2017년 새로 상장된 회사까지 포함하면 6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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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항을 말함.
- 위의 표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장할 때 Transfer
Sunset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회사는 123개 회사 중 76개 회사임.
- 특히 Transfer Sunset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가 2000년대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대부분 Transfer
Sunset 조항을 두고 있음.
- 위의 운영 사례에서도 Google, Facebook, Yelp, Ford 등 대부분의 회
사가 Transfer Sunset 조항을 두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상장 후에도 창업자 등의 지
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업자 등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를 지속시켜야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Transfer Sunset 조항을 둔다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Transfer Sunset 조항에는 창업자 간의 양도, 가족 간의 양도 등의 경
우에는 전환되지 않는다는 면제조항을 두어 창업자 등의 지배권을 승계
시키는 경우도 많음.416)
□ 또한 실무상 기업의 IPO를 담당하는 Law Firm 그리고 Investment Bank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sunset 조항을 포함하도록 많은 조력을 하고 있음.417)
○ Law Firm 그리고 Investment Bank들은 정관에 sunset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IPO 시 주가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언하고, 해
당 기업에 적합한 sunset 조항을 선택하여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기업의
차등의결권 구조의 도입과 해소를 사적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함.418)
- 가령 Google의 IPO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한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이하 WSGR)에서는 Google이 다양한 sunset조항
을 삽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선례로 하여 그 이후 담당하는 많은 기업
들의 IPO시에도 sunset 조항을 자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함.419)
416) 최근에는 면제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함(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28).
417)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32-35.
418)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2017), 32-35.
419) Andrew Winden, “Sunrise, Sunse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ssessment of Dual-Class Stock
Structures”,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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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이 차등의결권 구조를 원하지 않은 경우 주주들은
언제든지 주주제안 등을 통하여 차등의결권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므로 sunset 조항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음.420)

5. 시사점

□ 미국은 각 주법에서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각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은 금지하
고 있고, 다만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가능함.
□ 미국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많
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원래 취지와는 달리 거래소 상장 규정은 적대
적 M&A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장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
하지 않기 때문임.
○ 비상장회사에서도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쟁탈과 같은 적대적
M&A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비상장회사에서 적대적 M&A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
○ 비상장회사에서 발행한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후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다양한 sunset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의 차등의결권 구
조는 창업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창의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자 또는 그 가족에 한해서 지배권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인식되고 있고, 일반적인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등
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2017), 32-35.
420) Ethan A. Klingsberg, "Index Eligibility as Governance Battlefield: Why the System is Not Broken
and We Can Live With Dual Class Issue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7/05/
index-eligibility-as-governance-battlefield-why-the-system-is-not-broken-and-we-can-live-with-du
al-class-issuers/; David J. Berger et al., "The Continuing Support for Dual-Class Stock by
Companies and Investo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11/02/ the-continuing-support-for-dualclass-stock-by-companies-and-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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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미국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은 기존 상장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
으므로 차등의결권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의미보다는 비상장
회사에서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상장 후 평상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 수단
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421) 실제 미국의 기업들도 후자를 위한
목적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주로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상장회
사, 비상장회사의 IPO 시, 기존 상장회사로 나누어 단계별로 허용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하고,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 수단 또는 평상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측
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법규정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
장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관투자자와 기업가 측의 팽팽한 견해 대립
이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IPO 시 차등의결권 구조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임.
□ 다만 창업주에게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당장은 기업
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채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영속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창업자만 누릴 수 있도록 하
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 구조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이
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
□ 최근 이에 관해서는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사적자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논의에서 핵심은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한 창업주의 기여
는 영속될 수 없으므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선 시점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차등의결권 제도의 논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Ⅱ. 일본
1. 개관
421) 물론 비상장회사에서도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쟁탈과 같은 적대적 M&A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
기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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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원주(單元株) 제도와 종류주식
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기업지배구조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거래소 규정을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음.
□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 허용 요건, 규제 사항, 실제 운영사례 등을 살펴봄
으로써 1주 1의결권 원칙을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
항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함.

2. 입법례
(1) 일본 회사법
□

일본 회사법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과 같이 의결권의 수에 변형을 가하는
종류주식은 인정되지 않음.
- 일본 회사법상 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함(일본 회사법 제
308조 제1항).
-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통주를 가지고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
나 이는 일부 내용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의
미하므로, 가령 1주당 의결권을 0.7개 또는 10개 부여하는 것과 같이
의결권 자체에 변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422)

□ 그러나 회사는 단원주 제도와 종류주식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주
식을 만들 수 있음.
- 일본의 단원주 제도란 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고, 그 각
단원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예컨대 10주를 1단원, 1000주를 1단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하여 1단원의 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
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일본 회사
법 제309조 제2항 제11호, 제466조),423) 이 경우 이사는 그 도입 필요
성을 이유를 붙여 설명하여야 함(일본 회사법 제190조).424)
422) 송옥렬,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8.), 259.
423) 단원주식수를 감소, 폐지하는 정관변경은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이사의 결정(이사회설치화사는 이사
회의결의)만으로 할 수 있음(일본 회사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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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일본 회사법 제188조 제3항은 각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격차가
있는 등 단원주식수가 종류주식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원주식수는 주식의 종류마다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425)
- 예를 들어, 회사가 2가지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각 종류주식별로
단원주식수를 달리하여 A종류주식은 10주를 1단원으로 하고, B종류주
식은 100주를 1단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A종류주주가 B종류주주
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가지게 됨.426)
- 즉, 단원주식 제도를 통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것과 비슷한 효과
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회사법의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
라는 견해도 있으나,427) 주주평등의 원칙은 한 종류주식 내에서만 적용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동경증권거래소 규정
□ 동경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해서 상장 규칙에서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428)
- 일본에서도 단원주를 통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의 가능성은 예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동경 증권거래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통주식 상장을 당연한 것으로 다루어 왔음.
- 다양한 종류주식의 이용이 가능해짐과 함께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면서 그 방어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주식이 거
론되기 시작하자 동경 증권거래소는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그 결과
2008년 차등의결권주식을 포함한 의결권부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신규
424) 이러한 정관의 정함을 두는 경우에 1단원의 주식 수를 단원주식수라고 하고(일본 회사법 제2조 제20호),
이는 등기사항임(일본 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8호).
425) 山下友信編, 會社法コンメンタ―ル4, 商事法務 (2009), 181.
426) 이 때 A종류주식은 "의결권이 많은 주식", B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적은 주식"이라고 함.
427) 山下友信編, 會社法コンメンタ―ル4, 商事法務 (2009), 181.
428) 현재 신규상장 및 상장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상장 규정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의결권종류주
식 상장에 대해서도 여기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나고야 증권 거래소, 삿포로 증권거래소 및 후쿠오카 증권거
래소는 현재 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 상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
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4 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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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인정하도록 상장 규칙429)을 개정하면서 의결권부종류주식 상장
제도가 정비되기에 이름.430)
□ 동경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05조 제9호의2는 신규상장에 있어
상장 심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규정하고 있
음.431)
-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상장은 신규상장 신청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
장회사의 의결권이 적은 주식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432)
- 즉, 이는 이미 상장이 이루어진 회사에서의 단원주를 이용한 차등의결권
구조는 허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단원주식수를 달리하는 2종류의 주식
을 발행한 후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신규상장시키고 의결권이 많은 주
식은 장외에서 창업주가 소유하게 하는 차등의결권구조는 가능함을 의
미함.433)
[표] 동경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상 상장대상이 되는 의결권종류주식434)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429) 여기서 상장 규칙이라 함은 동경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유가증권 상장 규정 시행규칙, 상장심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말함.
430) 2007년 “상장제도 정비 간담회 중간보고(http://www.jpx.co.jp/equities/improvements/general/
tvdivq0000004uhd-att/houkoku.pdf)”를 거쳐 2008년 1월 “의결권종류주식 상장제도에 관한 보고서
(http://www.jpx.co.jp/equities/improvements/class-shares/tvdivq00000055y3-att/shurui.pdf)”가 공표되었
고, 그 후 2008년 7월 상장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 그 후 Cyberdyne 상장을 위해 2014년 2월 “IPO의 활
성화 등을 향한 상장제도의 검토에 관하여”를 공표하였으며, 2017년 7월 Cyberdyne 상장 사례를 보고 이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상장 심사의 명확화를 위하여 “상장심사 등에 관한 가인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행중임(宮下
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5; 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類株の上
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2).
431) 동경 증권거래소는 법상 자유롭게 종류주식을 설계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다양한 투자대상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신규상장을 인정함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89).
동경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05조 (내국회사의 형식요건) 국내 주식 등에 관하여 제207조에서 정하는 본칙시장의 상장심사는 다음 각 호
에 적합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 이 경우 당해 각 호의 취급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9)의2 주권의 종류
신규 상장 신청에 관한 주식 등이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a에서 c의 주식 중 하나일 것. 이 경
우 b의 주식은 그 주식 외에 신규 상장 신청을 하는 주식이 없을 것.
a 의결권주주식을 1종류만 발행한 회사의 당해 의결권부주식
b 여러 종류의 의결권부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선·해임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1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의 주식에 관한 잉여금 배당 청구권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가액 등이 다른 종류의 의결권부주식보다도 높은 종류의 의결권부주식
c 무의결권주식
432) 弦巻充樹, “デュアル・クラス・ストラクチャーをめぐる日米の状況
商事法務 1982号 (2012), 28.

ーフェイスブック上場を契機としてー”,

433)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포함한 다른 주식과 중복 상장은 인정되지 않음. 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
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6.
434)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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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이 적은 주식
의결권이 많은 주식

X
X

단독상장
O(사이버다인 사)
X

보통주식과 동시상장
X
X

□ 더 나아가 동경 증권거래소는 독일과 같이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IPO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IPO를
허용하여 시장 매커니즘에 맡기는 미국과는 달리 기업지배구조나 소수주주
의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435)
-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이미 차등의결권을 발행한 회사가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신규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기준으로서 “기타 공익 또는 투자
자보호의 관점에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07조 제1항 제5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 심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정함으로써(상장 심사 등
에 관한 가이드라인 II. 6. (4)),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신규상장 시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
음.436)
○ 따라서 동경 증권거래소는 그 기준으로 특정인이 계속해서 경영에 관여하
고 그러한 지위를 이어가는 것이 주주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
인지(필요성), 그리고 그 필요성에 비추어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의 설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상당성)를 심사함.437)
435) 小阿瀬,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シリコンバレー流、日本上陸 議決権種類株式(Dual class structure)を用
いたＩＰＯ アリババ、マンＵは、なぜニューヨークに上場したのか？”, 大和総研 (2015), 10.
436) 弦巻充樹, “デュアル・クラス・ストラクチャーをめぐる日米の状況 ーフェイスブック上場を契機としてー”,
商事法務 1982号 (2012), 28; 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6-28.
437) 동경 증권거래소 상장 심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II. 주권 등의 신규상장심사[본칙시장]
(국내회사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의 관점)
6. 신규상장신청자가 국내회사인 경우 규정 제207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상장심사는 다음 (1) 내
지 (6)에 기재한 관점 그 외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4) 신규상장신청에 관한 국내주식 등이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이 많은 주식(규정 제 205조 제9호의2 b
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다음 a부터 h까지에 모두 적합할 것.
a. 의결권이 많은 주식 등{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의 의결권부주식 및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결권이
은 주식 이외의 의결권부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특정한 자가 경영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 등이 주주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스킴이 당해 필요성에 비추어 의결권이 많은 주식 등의 주주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것임
이 인정될 것. 이 경우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a)부터 (c)까지 열거한 사항 그 외에 다른 사항을 당해 필
요성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 당해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스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b) 극히 적은 출자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스킴이
해소된다는 취지가 정관 등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을 것.
(c) 당해 신규상장신청에 관한 국내주식 등이 의결권이 적은 주식인 경우, 의결권이 많은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그 양도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가 정관 등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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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기준”은 주로 차등의결권주식의 효용성 중 창업자 등이 경영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 향상에 기여한
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항목인
반면, “상당성” 기준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부작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심사하는 항목임.438)

□ 필요성 판단 기준439)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속인적 능력을 가진 특정인이 경영자로서 경영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것이 주주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가(경영자의 속인
적 능력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440)
· 경영자가 사업전개, 연구개발, 인력채용 등에 어떻게 관여하고 영향을 주
고 있는가?
·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사회·감사위원회 등 회사에서도 필요성의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특정 주주에게 의결권을 집중시키는 것을 보통주식만으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장래 의결권의 희석화가 예상
되는가?441)442)

b. 의결권이 많은 주식 등을 이용하는 주요한 목적이 신규상장신청자의 이사 등의 지위 보전 또는 매수방위책이
아님이 인정될 것.
...
438) 小阿瀬,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シリコンバレー流、日本上陸 議決権種類株式(Dual class structure)を用
いたＩＰＯ アリババ、マンＵは、なぜニューヨークに上場したのか？”, 大和総研 (2015), 10.
439)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91-92.
440) 동경증권거래소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할 것을 열거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가령 가족 경영을 통한 경영 안정만으로는 해당 필요성을 충족
시키지 못한다고 함(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91; 宮下央/
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8).
441) 상장회사의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희석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주식을 대가로 하
는 M&A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차등의결권 구조가 아닌 단일의결권 구조의 보통주식 상장으로는 지배권
의 유지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8).
442) 한편,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한, 로봇, AI, IoT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되거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필요는
없음(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8; 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
類株の上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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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성 판단 기준443)
○ 차등의결권 구조가 그 이용의 필요성에 비추어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주
주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것인가?
- 이 때 차등의결권 구조 설계시 향후 의결권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
법, 극히 적은 출자 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
께 포함시키고 있는지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됨.
(a) 향후 의결권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 이 기준은 차등의결권 구조 이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차등의결
권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
함.
· 구체적으로는 창업자 등이 경영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 때
문에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조항(sunset 조항)을 정관에 두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차
등의결권 구조의 계속 의사를 묻는 주주 의사 확인 절차를 정관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444)
(b) 극히 적은 출자 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
· 극히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시장에서 특정주주가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등의결권주식

구조가

해소되는

조항

(break-through 조항) 또는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하회하는 경우 차등의결권 구조가 해소되는 조
항을 정관에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445)
(c)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
로 전환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차등의결권 구조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능 있는 창업자의 개성에 주목
443)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92-93.
444)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92; 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
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8.
445) 東京証券取引所, 2017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市場第一部・第二部編 (2017), 93; 宮下央/松尾和康, "上場制
度と種類株式", 商事法務 2123号 (20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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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에게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부여되고, 의결권이 적은 상장주식
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상장되지 않은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특정한 창
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의
결권이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속성은 중요함.446)
·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즉시 의결권이 적은 주식(상
장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함.
□ 이 외에 주요 목적이 이사 등 경영자로서의 지위 보전 또는 매수방위책이 아
닐 것, 차등의결권 구조 계획에 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 질 것, 종류주주
간 이해상충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소수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등이 심사 항목이 됨.447)
- 단순히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나 매수방위책으로서
의 목적만을 가지고는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지배주주나 선행 투자자들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동 제도는 창업자 등이 경영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기업 가치 상
승에 기여하며 주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임.

3. 최근의 운용 현황과 사례

□ 사이버다인(Cyberdyne)
□ 상장 규칙이 적용되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회사의 IPO가 이루어진 사례는
2014. 3. 26. 사이버다인 상장이 유일함.448)
○ 사이버다인 상장 시의 동경증권거래소의 신규상장 요건인 필요성과 상당
성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형식적 요건-필요성
- 사이버다인의 특징과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 목적
· 사이버다인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도입한 목적으로 기술의 평화적 이
446) 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類株の上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5.
447) 동경 증권거래소 상장심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II. 6. (4) b-h.
448) 동경증권거래소 마더스(MOTHERS)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마더스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코넥스(KONEX) 시장에 해당함.

- 139 -

용을 확보하고 산카이 교수를 중심으로 기술 연구 및 사업 추진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기업가치 향상(주주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점을
들고 있음.449)
- 이러한 목적을 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이버다인의 사업에 대해
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450)
· 사이버다인은 일본의 한 대학의 산카이 교수가 설립한 회사로서 인간․로
봇․정보기술을 융합시켜 인간의 신체기능을 개선․보조․확장하는 사이보
그형 로봇인 로봇수트 HAL을 개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한편으로는 살상과 무기 이용을 목적으
로 한 군사 산업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차등의결권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와 사업 추진을 산카이 교수가 주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산카이 교수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연구 및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도 차등의결권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되었음.
- 사이버다인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전체적인 구조
· 사이버다인은 IPO 직전에 기존의 보통주식 이외에 B종류주식을 산카이
교수 등 창업자에게 발행하였고 보통주식만을 상장하였음.
· 두 종류의 주식은 배당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보통주식
은 100주가 1단원이고 B종류주식은 10주가 1단원이어서 B종류주식이
보통주식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10배의 의결권을 가지게 됨.
· 따라서 B종류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주식수의 41.7%밖에 차지하
지 않으면서도 전체 의결권의 87.7%를 지배하게 됨.
[표] 사이버다인의 발행주식수와 의결권 수451)

발행주식수
의결권수

보통주식(상장)
10,853,400주(58.3%)
108,534개(12.3%)

B종류주식(비상장)
7,770,000주(41.7%)
777,000개(87.7%)

합계
18,623,400주
885,534개

449) ＣＹＢＥＲＤＹＮＥ株式会社, 有価証券届出書 (2014. 2. 19.), 4, https://trade.smbcnikko.co.jp/
MoneyManagement/31ADK0001441/folio/trade_report/pdf/premierport.pdf?step=1&FilePath=/was/conten
ts/e_kofu/pdf1/IPO&FileName=MK0219030813.pdf.
450) ＣＹＢＥＲＤＹＮＥ株式会社, 新株式発行並びに株式売出届出目論見書 (2014. 2.), 1. 種類株式の導入につい
て-３．事業の内容
참조,
https://trade.smbcnikko.co.jp/MoneyManagement/31ADK0001441/folio/trade_report/pdf/premierport.pdf?
step=1&FilePath=/was/contents/e_kofu/pdf1/IPO&FileName=MK0219030813.pdf.
451) 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類株の上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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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다인의 보통주식과 B종류주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보통주식과 B종류주식의 개요452)
보통주식
잉여금 배당, 잔여재산 분배
단위주식수
양도제한

동순위·동액
100주
10주
(100주에 1개의 의결권)
(10주에 1개의 의결권)
이사회의 승인 필요
제한 없음
(B종류주주 간의 양도에는
불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함
취득청구권
취득조항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상장

B종류주식

X

X

O
(B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
O
X
(B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
동시·동일 비율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 시장에
비상장
상장
X

○ 실질적 요건-상당성
- 차등의결권 구조의 이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의결권의 괴리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 (i) 회사가 소멸회사가 되는 합병,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교환 또는 주
식이전 시에는 B종류주식 전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 (ii) 산카이 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한 때 및 그 후
매 5년마다 보통주주와 B종류주주의 ‘주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다수
가 B종류주식의 전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는
B종류주식 전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됨(정관 제18조 제1항 제3호)
.453)454)
- 극히 적은 출자 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
452) 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類株の上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2.
453) 계산시 보통주식과 B종류주식을 동등하게 취급함.
454) 이는 산카이 교수는 퇴임 후에도 차등의결권 구조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B종류주식의 일부를 또 다른 B종
류주주인 학교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재단법인이 B종류주식을 계속 보유할 예정인 바, 산카이 교수
의 퇴임 후에도 재단법인이 B종류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뜻에 부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일몰이 발동하는 산카이 교수 퇴임 시에는 차등의결권 구조 도입의 목적 중 하나
인 “산카이 교수를 중심으로 기술 연구 및 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은 사
라지고, “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확보”만이 남게 되므로 주주들의 투자의 전제가 변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퇴
임 시점에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임(戸嶋浩二, “複数議決権方式よる種類株の上場”,
商事法務 2032号 (2014),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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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가 이루어진 결과, 공개매수자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이 된 경우 B종류주식 전체가 자동적으로 보통주식으
로 전환됨(정관 제18조 제1항 제2호).
-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의결권이 적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규정 마련
·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속성은 중요하므로, (i) B종류주식에
대해 양도 또는 양도승인 청구(일본 회사법 제136조, 제137조)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당해 양도승인 청구가 이루어진 B종류주식에 대하여,
(ii) B종류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B종류주
주가 보유하고 있던 B종류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B종류주식 1주당 보
통주식 1주가 교부됨(정관 제18조 제2항).455)

4. 시사점

□ 일본에서도 비상장회사는 단원주 제도와 종류주식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차
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장회사가 차등의결
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신규상장하는 것은 허용됨.
□ 따라서 일본에서도 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방식은 창업자 등이 적은 출자
로 많은 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IPO를 검토하는 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IPO 시, 일률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시장 매커니즘에 맡기는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일본은 거래소 규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의 관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시
사하는 바가 큼.
□ 먼저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의 목적도 주요한 목적이 매수방위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보다는 자금
조달 수단 또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전을 통한 기업 가치 또는 주주 전체 이
익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음.
455) 다만, (i) 양도승인청구에 대해서는 B종류주주 이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조항이 발동하고, (ii)
B종류주주가 사망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B종류주주에게 상속, 유증 또는 양도된 B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조항이 발동하지 않음. 즉, B종류주주 간의 양도에 대해서는 취득조항이 발동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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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장 규정에서는 차등의결권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해당
필요성에 비추어 설계된 제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시를 통하
여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를 설득시킴으로써 투자자에 의하여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며, 결국 차등의결권 방식을 이용해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더욱이 그러한 설득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주식을
창업자만 누릴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 구조가 자
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것
을 상장 규정을 통해 직접 규제하고 있음.
□ 아직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규제를 시장 커니
즘에만 맡기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한국에서 일본의 거래소 상장 규정에
의한 규제는 향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유럽연합
1. 개관

□ 유럽연합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과 관련한 규율 역시 공개매수의 국면과 관
련하여서는, EU 지침 제11조의 방어파기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음. 다만 이
사회 중립 규칙과 마찬가지로 그 적용 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고,
2012년을 기준으로 1개국만 이를 채택하였음.
□ 유럽연합의 신주인수선택권 법리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필요한 경우 외에
는 재론하지 않기로 함.

2. 방어파기 규칙
(1) 비례성 원칙 및 사전적 방어수단

□ 2002년 보고서에서는 수익 및 잔여재산의 배분에 참가하는 무제한의 권리
를 갖는 주식자본에 의해서만 수반되는 위험에 비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여
야 하고 그러한 주식자본이 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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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지배 간의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였음.456) 2007년 보고서에서도
수익 및 잔여재산의 배분에 참가하는 주식자본에 의하여 그 수반되는 위험에
비례한 지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비례성 원칙
에 부합되지 않는 사전적 방어수단으로서의 지배력향상수단의 현황 등을 분
석하는 등 그 논의를 발전시켰음.
□ 비례성의 원칙은 지침의 목적 중 하나인 ‘유럽연합 역내 전체에서의 자유로
운 자본 이동에 의한 단일시장의 강화’와도 관련된 것으로서, 위험과 지배 간
의 비례성을 요구하여 공개매수에 대한 사전적 방어수단을 파기함으로써 공
개매수를 용이하게 하고 지배권에 관한 역내시장을 활성화시켜 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는 것임.
□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rights shares)은 ‘사전적 방어수단’으로 분
류되고 있음.457) 따라서 대상회사가 이와 같은 사전적 방어수단을 마련해둔
경우에도 회원국이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였다면 이러한 방어를 돌파·파기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됨.

(2) EU 지침 제11조의 내용
□ 지침 제11조의 방어파기 규칙(breakthrough rule)은 지배력향상수단으로서
의 방어수단 중 ‘사전적’인 것을 공개매수 기간 동안 무력화시키고 매수자에
대한 대상회사 이사진의 교체 및 정관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 이 규칙은 비례성 원칙에 근거하여,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하여 사후
적 방어수단의 채택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의결권만을 인정함으
로써(제11조제3항 제3문), 사후적 방어수단에 관하여도 간접적인 규율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개매수 성공 후의 최초 주주총회뿐에서도 매수자가 의결권자본의
75% 이상을 보유함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의 의결권만을 인정하며, 이는 정
관에 따른 이사 선임·해임권과 관련하여서도 같음(제11조제4항 제1문).
456) 이는 2002년 보고서에서 경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공개매수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공개매수의 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공개매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주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
였음을 보여줌(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p. cit., 2).
457)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rights shares),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s), 무의결권우선주
(non-voting preference shares), 지배적출자구조(pyramid structure), 우선권부주식(priority shares), 의결
권분리예탁증명(depository certificates), 의결권상한제한(voting rights ceilings), 소유상한제한(ownership
ceilings), 초다수의결정족수 조항(super-majority provisions), 황금주(golden shares), 합자형태기업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상호주 보유(cross-shareholdings), 주주간 약정(shareholder
agreements) 등이 속함(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Europe et al., op. ci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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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양도의 제한, 의결권의 제한, 하나의 의결권 인정, 특별한 권리의
부인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바(제11조제
5항 제1문), 하나의 의결권을 제외한 복수의 의결권이 행사될 수 없게 됨으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458)
□ 비례성 원칙, 즉 1주 1의결권 원칙을 공개매수와 관련한 국면에서 관철하는
것과, 이 원칙을 회사법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도 있으나,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위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주주에 의한 지배
력향상수단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바 공개매수에 대한 규율을 회사지배구조
의 총체적 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459)
□ 다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방어파기 규칙을 관철하거나 1주 1의결권의 원칙
을 강행화한다면 지배적출자구조나 상호주 보유를 통한 지배권 유지가 증가
할 수도 있으며,460)
○ 이사 역시 보다 확고한 방어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오히려 공개매수의 촉진
이라는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461)
○ 그리고 이사회 중립 규칙에 있어서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이 관철
된 반면, 방어파기 규칙에서는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방어수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바 방어파기 규칙이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음.462)

(3) 회원국별 전위 현황

□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방어파기 규칙을 회원국법으로 전적으로 전위한
(opt-in) 국가는 22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가 유일한 것으로 보고되었
음.463) 다만 프랑스와 이태리는 방어파기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전위하였음.
458) 다만 지침에서는 특별한 금전적 이익으로써 의결권제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과 더불어(제11조제6항),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 특별한 권
리를 회원국 정부에게 부여하는 증권을 회원국 정부가 보유한 경우이거나, 조약과 양립하거나 호환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회원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제11조제7항).
459) Marccus Partners, op. cit., 311.
460) Marccus Partners, op. cit., 196.
461) Matteo Gatti, “Optionality arrangements and reciprocity in the European Takeover Directive”, 6(4)
E.B.O.R. 553, 566 (2005).
462) Marccus Partners, op. cit., 196.
463) 지침 채택을 전후하여서도 방어파기 규칙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함(Matteo Gatti, op. cit.,
footnot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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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 매수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상회사 자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공개매수 종료 이후의 최초 주주총
회에서 정관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그 효력이 정지되고,
○ 이태리의 경우 과거 국가가 소유하였던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결권 제
한은 일정한 경우 공개매수 개시 이후 그 효력이 정지됨.464)
□ 이사회 중립 규칙의 적용 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방어파기 규
칙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opt-out), 회사는 다시 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voluntary opt-in).465)
○ 그러나 회사의 적용 선택에 있어서는 방어파기 규칙의 적용에 따라 자신
이 특별한 권리를 잃게 되는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적용을 선택
하는 회사는 드물 것이고,
○ 실제로 적용을 선택한 경우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이러한 사실
은 선택의 임의성에 의하여 방어파기 규칙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음.466)
□ 22개 회원국 중 독일을 포함한 12개국이 상호주의(reciprocity)를 채택하였
고,467)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0개국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음.468) 회사가
적용을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주의는 실제로 큰 의
미를 갖지 않음.469)

(4)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최근의 현황

□ 후술하는 프랑스의 장기보유의결권가중주식(tenure voting share)과 유사하
다만 2013년의 유럽연합 결의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방어수단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1 May 2013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2012/2262(INI)), 2016/C 055/01, OJ C 55, 2013.5.21., 4-5).
464) Marccus Partners, op. cit., 195.
465) 이 중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는 회사의 적용 선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
이 지침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Ibid.).
466) Ibid.
467) 독일,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Marccus Partners, op. cit., 196).
468)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Marccus
Partners, op. cit., 196).
4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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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014년에는 이태리에서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최대 2배까
지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충성주식(loyalty share)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중의
결권주식을 도입한 회사들의 2015년 결의에서는 평균 83.5%의 찬성율을 보
였음.470)
□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차등의결권(unequal voting right)을 채택한 비율
은 FTSE Rusell 3000 지수의 경우 7% 남짓한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2015
년 1월에는 8%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이 1% 정도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차등
의결권 조항의 제거에는 지배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바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일
응의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471)
□ 2017년 9월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차등의결권을 수반하는 다층자본구조
(multi-class capital structure)에 관하여, 43%의 투자자가 공개회사에는 차
등의결권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같은 비율(43%)의 투자
자가 효력기간을 설정한 일몰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상장회사에 적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보다 넓게는 적은 의결권을 갖는 주주에 의하여 주기적으
로 재승인될 수 있는 회사에는 적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아울러 투자자
외의 자 중에서 50%는 회사가 원하는 자본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투자자 외의 자 중 27%는 다층구조가 일몰조항을 구비한 신규
상장회사나 적은 의결권의 주주가 주기적으로 재승인할 수 있는 회사에는 적
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472)

3. 시사점

□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결권의 효력을 정
지함으로써 하나의 의결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경우
와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국가 보유의 황금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470)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European Voting Results Report - 2015 Update” (15 Sep. 201
5). <http://www.agefi.fr/sites/agefi.fr/files/migrate/etudereference/QPZEUUZFVN_European%2520Votin
g%2520Results%2520Report%25202015.pdf> 2017.12.23. 방문.
471)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What’s (Really) Hot: A QuickScore Analysis of 2015’s Real Go
vernance Trends” (8 Jan. 2016). <https://www.issgovernance.com/whats-really-hot-quickscore-analys
is-2015s-real-governance-trends/> 2017.12.23. 방문.
그 밖에 초다수의결요건(supermajority vote requirement)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FTSE Rus
ell 3000 지수의 경우 76%가 정관 또는 부속정관의 개정을 어렵게 하는 초다수의결정족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Ibid.).
472)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 “ISS Announces Results of 2018 Benchmark Voting Policy Surv
ey” (25 Sep. 2016). <https://www.issgovernance.com/iss-announces-results-2018-benchmark-votingpolicy-survey/> 2017.12.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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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473)
○ 이는 공개매수의 국면에 있어서는 비례성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 주주평등·주식평등을 기본적 규율원리로 삼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바, 차등의결권주
식에 대한 규율은 1차적으로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 앞서 게기한 2007년 보고서에서의 복수의결권 등 사전적 방어수단의 허용
여부에 관한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매수의 국면과 관련하여서는 황금
주 이외의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적인 규율은 없다고
할 수 있고.
○ 또한 방어파기 규칙을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황금주를
제외하고는 공개매수의 방어수단으로서의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규율은
각 회원국의 법리에 의하게 되고,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를 허용하
고 있음.
○ 다만 공개매수의 국면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7/1132 지침 제85조
에서는 회원국의 법규가 같은 위치에 있는 주주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다른 위치에 있는 주주들에 대한 차별은 허용
된다고 할 수 있고, 유럽협동조합(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의 경우 ‘유럽협동조합법에 관한 이사회 규칙 제1435/2003호’ 제59조제2
항에 따라 회원국별로 구성원별 업무참가를 고려하여 ‘1인 5표’와 ‘전체 의
결권 중 30%’ 중 낮은 기준을 한도로 하여 의결권을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474)

Ⅳ. 영국
1. 개관

□ 전술한 것과 같이, 영국은 EU 지침 제9조에 따른 방해금지 규칙(이사회 중
립 규칙)은 채택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방어파기 규칙은 채택하지 않았음.
따라서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복수의결
권주식 등의 사전적 방어수단에 대한 파기·효력정지는 인정되지 않음.

473) 제1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한 공개매수에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474)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OJ L 207, 2003.8.1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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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지침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영국 내에 등록사무소가 소재한 회사에 대하여는 다시 방어파기 규
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2006년 회사법 제966조부터 제973조까지의 규정에서는 회사
의 선택에 따른 방어파기 규칙 적용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
음.
- 회사의 적용 선택을 위하여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아울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제966조제1항).
- 첫째, 회사가 규율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져야
하고, 둘째, 회사의 정관이 EU 지침 제11조(방어파기 규칙)에서 언급된
제한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황금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제
966조제2항 내지 제4항).
□ 한편 영국은 EU 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호주의를 채택하지 않은바, 방
어파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매수회사 또는 그 매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의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회사에 대한 방어파기
규칙의 면제는 이루어질 수 없음.
□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등 차등의결권에 관
한 규율에 있어서는 EU 지침의 적용은 없게 되고 영국의 관련 법리를 따르게
됨.

2. 차등의결권 관련 규율
(1) 2006년 회사법상 관련 내용

□ 2006년 회사법 제630조 및 제631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권리를 갖는 주식,
즉 종류주식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음.475) 따라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무의결권주식, 1의결권주식, 복수의결권주식 등을 발행하는 것
이 가능함.476) 현행 유럽연합의 2017/1132 지침 제85조에 따라 회원국의 법
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주주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므로,477) 다른 위치에 있는 주주들에 대한 다른 내용의 대우는 인정된다
475) Worthington, op. cit., 512.
476) David Kershaw, Company Law in Context: Text and Materials(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734-735.
477)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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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보통법하에서도 이사인 동시에 주주인 자에 대한 해임의 경우에는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사 해임에 관한 가중된 의결권(weighted
voting rights)의 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었음.478)
○ 영국의 경우 해당 결의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
고(제695조제3항 등), 그 밖에 유럽연합의 법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대
부분의 사전적 방어수단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임.
□ 또한 2006년 회사법 제284조에서는, 폐쇄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주식자본금을 갖는 경우 1주(또는 10
영국파운드) 1의결권으로, 그 외의 경우 1인 1의결권으로 하였고, 주주총회
에서 거수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참석자 1인 1의결권으로 하였으며, 주주
총회에서 투표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주식자본금을 갖는 경우 1주(또는 10
영국파운드) 1의결권 그 외의 경우 1인 1의결권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러
한 규정들이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의 2006년 회사법상 1주 1의결권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으므로 비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2) 상장규칙 등 관련 내용

□ 금융감독청479)의 상장규칙(Listing Rules) 제7.2.1AR조의 우량상장 제3원
칙 및 제4원칙에서는, 상장이 허용된 같은 종류의 모든 자본금구성주식은 주
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동등한 수의 의결권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3원칙), 우량상장회사가 상장이 허용된 한 종류 이상의 주식을 갖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OJ L 169, 2017.6.30., 46–127.
과거 제2지침(Second Council Directive 77/91/EEC of 13 December 1976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other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58 of the
Treaty, in respect of the format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ir capital,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OJ L 26, 1977.1.31., 1–
13)상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42조임은 전술한 바와 같음.
478) Bushell v Faith [1970] AC 1099.
479) 기존의 금융서비스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은 2013년 4월 1일부터 금융행위감독
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규제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로 분리되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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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각각의 종류주식이 갖는 의결권의 합계는 회사의 자본금에 있어서의
상대적 지분에 관하여 대략적인 비례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4원칙).480)
○ 아울러 제7.2.4G조에서는 다른 종류의 우량상장주식에 부착된 의결권이
제4원칙에 따른 비례성을 갖는지에 관한 금융감독청의 심사에 있어서, 의
결권 이외에 예컨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권리 등에서 다른 권리
를 갖는지 여부, 주식의 분산도 및 상대적 유동성, 다른 종류의 권리에 관한
경제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 다른 제반사정까지도 고려할 것임을 밝히고 있
음.
○ 그 밖에 같은 상황(same position)에 있는 같은 종류의 자본금구성주식의
보유자는 그 부착된 권리에 관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한 제5원칙에 관하여는 영국의 신주인수선택권 관련 법리 부분에서 전술하
였음.
□ 상장규칙 제7.2.1AR조의 우량상장 제3원칙 및 제4원칙과 관련한 연혁을 간
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감독청은, 2012년 1월에 투자자의 보호, 시장완전성 및 경쟁성의 유
지 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CP12/2),481) 2012년 10월에 우량상장회사에
서의 소수주주 보호를 증진하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상장 체계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자문의견서(consultation paper)를(CP12/25),482) 2013년 11
월에 상장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개정 제안을 각각 발간하였음(CP13/15
).483) 상장규칙 제7.2.1A조의 제3원칙 및 제4원칙은 공개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을 희망하는 회사의 기본행위규범으로서, 자문의견서 CP13/15에 의하
여 제안된 내용이 반영된 것임.484)
○ 2014년 5월에는 최종적으로 정책의견서(policy statement)를 발표하였는
데(PS14/8), 제3원칙 및 제4원칙에 따라 다른 의결권의 크기를 갖는 여러
종류주식으로써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인위
적인 구조화가 금지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485) 따라서 우량상장의
480) Financia Conduct Authority, Listing Rules(Release 23 (Jan. 2018)).
481)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mendments to the Listing Rules, Prospectus Rules, Disclosure Rules
and Transparency Rules”, CP12/2 (Jan. 2012).
482) Financial Conduct Authorit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isting Regime and feedback on
CP12/2 -Supplementary consultation on proposed changes to the Listing Rul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CP12/25 (Oct. 2012).
483)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edback on CP12/25: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isting
Regime and further consultation”, CP13/15 (Nov. 2013).
484) Flora Huang, “Dual class shares around the top global financial centres”, (2017) 2 J.B.L. 13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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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이 금지되고, 표준상장의 경우에만 가능함.
- 또한 정책의견서 PS14/8에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소수
주주와 일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한편 지배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독립이사를 선임하거나 상
장을 취소·이전하는 경우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음.486)
- 다만 예컨대 폐쇄형 투자기금이 여러 투자자들의 각기 다른 투자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들이 사용
될 수 있음도 인정하고 있음.487)
○ 이에 대하여 기관투자자협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가 정책
의견서의 발간 직전에 특히 그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1주 1의결권을 고수하
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488) 기관투자자 측은 최근까지도 여전
히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반대하고 현재의 규율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489) 과거로부터 영국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활발하
지 못 하였던 이유의 하나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는 기관투
자자의 존재를 들기도 함.490)

(3)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최근의 현황

□ 2017년 1월의 영국 정부의 ‘산업전략의 구축’이라는 녹서(green paper)에
서는, 자본조달을 원하는 회사, 특히 초창기 과학기술업종의 회사의 경우 차
등의결권주식구조가 회사 창업자에게 증대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
485)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p. cit.(PS14/8), 30-31.
486)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sponse to CP13/15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isting
Regime”, PS14/8 (May. 2014).
487)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p. cit.(PS14/8), 28, 31.
488)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Letter to the London Stock Ex
change on One Share, One Vote” (27 March 2014). <http://www.cii.org/files/issues_and_advocacy/corr
espondence/2014/03_27_14_CII_letter_to_london_stock_exchange_one_share_one_vote.pdf> 2017.12.22.
방문.
489) 이 보고서에서는 경영진의 지위 보전, 과도한 보수 지급, 회사 가치 저하, 민주적 자본시장 이념과의 불일
치 등을 이유로. 표준상장의 경우 유연성을 인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 반면 우량상장의
경우에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Herme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Primary Markets” (12 May 2017). <https://www.hermes-investment.c
om/wp-content/uploads/2017/05/Review-of-the-Effectiveness-of-Primary-Markets-May-2017.pdf> 20
17.12.22. 방문).
490) Flora Huang, op. ci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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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더욱 집중하는 반면 단기적 시장압력에 보다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하
여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기관투자자 및 주주들이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언급하고 있음.491)
□ 2017년 2월의 금융감독청의 토론서(discussion paper)에서도, 녹서의 내용
을 밝히고 현형 상장규칙 하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은 표준상장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492) 그러나 2017년 7월의 자문의견서에
서는 다시 우량상장 부분을 새로이 추가하고 회사의 설립자 가족 또는 정부
가 지배권을 유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음.493)
□ 그 밖에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의 경우 기존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신규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을 허용함에 따라,
2017년 2월에 Snap사가 최초로 무의결권주식을 상장하면서 근래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또 한번 기관투자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고 하
며,494) 이는 2017년 7월 FTSE Russell 지수에서 Snap사가 제외되는 결과
로 이어졌음.495) 또한 싱가포르증권거래소(Singapore Stock Exchange:
SGX)에서도 다른 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을 2차로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를 주거
래소로 하여 상장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2017년 7월에 밝힌 바
있음.496)

3. 시사점

491) HM Government(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 (Jan.
2017).
492)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Primary Markets: The UK Primary
Markets Landscape”, DP17/2 (Feb. 2017).
493)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roposal to create a new premium listing category for sovereign
controlled companies”, DP17/21, 25 (Jul. 2017).
우량상장 부문은 영리회사, 폐쇄형 투자기금, 개방형 투자기금의 3종류로 나뉨(Financial Conduct
Authority, op. cit.(DP17/21), 3).
494) Thompson Reuters Practical Law Canada, “What's Market: A Snapshot of IPOs in 2017 by Practica
l Law Corporate & Securities” (1 Jul. 2017) <https://content.next.westlaw.com/Document/I69402b6163
2211e79bef99c0ee06c731/View/FullText.html?contextData=(sc.Default)&transitionType=Default&firstPa
ge=true&bhcp=1> 2017.12.23. 방문.
495) Reuters, “FTSE Russell to exclude Snap from stock indexes over voting rights” (27 Jul. 2017). <h
ttps://www.reuters.com/article/us-snap-russell/ftse-russell-to-exclude-snap-from-stock-indexes-over
-voting-rights-idUSKBN1AB2TW> 2017.12.23. 방문.
496)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Fighting for Shareholder Democracy” (15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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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방어파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바,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규율은
영국의 법리를 따르게 됨.497)
□ 2006년 회사법 제630조 등및 제631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이 인
정되고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제284조에서도 1주 1의결권을 원칙적
기준으로서만 인정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상장규칙 제7.2.1AR조 우량상장원칙에서, 상장이 허용된 같은 종류의
모든 자본금구성주식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동등한 수의 의결권
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제3원칙), 우량상장회사가 상장이 허용된 한
종류 이상의 주식을 갖는 경우 각각의 종류주식이 갖는 의결권의 합계는 회
사의 자본금에 있어서의 상대적 지분에 관하여 대략적인 비례성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4원칙).498)
○ 금융감독청은 이 원칙들에 따라 다른 의결권의 크기를 갖는 종류주식의
상장이 금지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기관투자자들 역시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영국 정부와 금융감독청은 최근 차등의결권주식의 허용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그 밖에 뉴욕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비례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
을 고수할 것인지, 또는 각국의 증권거래소가 자금유치를 통한 증시 활황을
위하여 이를 허용할 것인지, 특히 뉴욕 이외에 어느 하나의 증권거래소가 전
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이 허용될 것인
지는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워 향후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
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
과 관련하여 영국의 상장규칙과 같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아
니면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할 것인지는 금융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주식평등 또는 주주평등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하
497) 황금주와 관련하여서는, 영국에서는 1973년 공정거래법과 2002년 기업(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규율이 이
루어져왔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취지에 따른 유
럽사법재판소의 규율도 이루어지게 됨.
498) Financia Conduct Authority, Listing Rules(Release 23 (Jan. 2018)).

- 154 -

는 정도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도를 설
정함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프랑스
1. 개관

□ 프랑스는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이 되는 주식 자체에 부여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의 주식인 최협의의 차등의결권 주식(dual class stock)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주들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의 대가로 추가적
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2배 의결권(un droit de vote double)제도는 인정하
고 있음.
○ 특히 Florange 법은 기존의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시켰음은 전술한 바와 같음.
□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차등의결권주
식의 신규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회사에서의 적대적 M&A 방어수단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주주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최협의의 차등의결권 제도와 구별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복수의 의결권
을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2. 입법례
(1) 차등의결권 제도 및 테뉴어 보팅 제도 인정 여부
□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금지
○ 프랑스에서는 과거 동일한 회사 내에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차등의결권 제도가 남용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
해 1930년 4월 26일 법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게 되었고,
1933년 11월 13일 법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차등의결권주식을 폐
기하였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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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뉴어 보팅 제도의 인정
○ 그 후 1966년 7월 24일의 상사회사법 제175조와 제176조는 주식회사
의 주주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를 허용하였음.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현재까지도 인정되고 있는데, 2014년
Florange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
아야 함.
□ 2014년 이전의 테뉴어 보팅 제도
○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Opt-in” 방식에 의하여 테뉴어 보팅 제도
를 인정함.
- 1966년 7월 24일 상사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2000년에 프랑스 상법에
편입되었는데, 2014년 개정 전까지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 1항은
“최소 2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한 주주의 명의로 기재되었음이 증명되
는 전액 납입된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설립 후의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로, 표창하는 자본 비율에 비례하여 보유하는 다른 주식의 의결
권의 2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500)
- 이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주주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때
에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배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테뉴어 보팅 제도를 “Opt-in” 방
식에 의하여 인정한 것임.
○ 요컨대, 프랑스에서는 상장회사·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주식회사가 주주
에 대하여 테뉴어 보팅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
고 있었음.
□ 2014년 이후의 테뉴어 보팅 제도
○ Florange 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테뉴어 보팅 제도를 “Opt-in” 방식에서
“Opt-out” 방식으로 전환함.
- Florange 법은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방어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제7조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499) Caroline Coupet, L’attribution du droit de vote dans les sociétés, Paris: Lextenso éditions (2015),
114, n°106.
500) 동조 제2항에서는 “그 외에 2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하여 준비금, 이익 또는 주식발행초
과금의 전입에 의한 자본증가 등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시부터 2배의 의결권을 부
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년 이상 보유로 2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주
식배당 등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는 발행 시부터 곧바로 2배의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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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주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1주당 2의결
권이 부여되도록 함.
- 이에 따라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은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됨.501)
[제225-123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위 제1항에 규정된 2배의 의결권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주
주의 명 의로 기재되었음이 증명 되는 전액 납입된 주식에 대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다
만 , Florange 법이 공포된 후에 채택된 정관에 반대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되는 기명 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부터 2배의 의결권
을 부여할 수 있다.

○ 요컨대, Florange 법 시행 이후 프랑스에서 상장회사는 장기주주에 대하
여 1주당 2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할 수 있음.

(2) 1주 2의결권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 여부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제도는 장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함으
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투자자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임.502)
- 따라서 해당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주주에게 부여된 추가적인 의결권은 해소될 필요가 있음.
□ 1주 2의결권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법상 장기주주가 보유하는 1주당 2배의 의결권은 무기명주식으로 전환되
거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1주당 1개의 의결권으로 전환됨을 규정하고
있음.
- 1966년 7월 24일의 상사회사법 제176조를 개정한 프랑스 상법 제
225-124조는 1주 2의결권이 해소되는 경우와 그 예외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었음.

501) Florange 법이 시행되기 전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 제3항에는 프랑스 주식회사의 이중의결권 주식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주주 및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간에 관한 합의 당사국의 주주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위 법이 공포된 후 구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 제3항은 삭제되었
고, 그 대신 동 조항이 현재와 같이 들어가게 됨.
502)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
Snapshot-6-15-Florange-law-one-year-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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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124조 제1항]
무기명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식은 상법 제225-123조에 따라 부
여된 2배의 의결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상속, 부부공유재산의 청산 또는 배우자나 상
속순위에 있는 혈족에 대한 생전 증여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권리 가 상
실되지 않으며 , 상법 제225-123조 제1항에 기재된 기간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2배
의 의결권 부여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에 반대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합병 또
는 분할의 결과 주식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 이후 Florange 법의 공포로 위 제225-124조 제1항 2문 “2배의 의결권
부여에 관하여” 부분만을 삭제함으로써, 무기명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타
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1주당 2배 의결권이 해소되는 장치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이 경우 매수인의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기산됨.

3. 최근의 운용 현황과 사례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 운용 현황
- Florange 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파리 증권거래소의 주요증권지수인
CAC40에 속하는 상장회사 중 22개 사에서는 장기 주주에게 2배의 의
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503)
- 정관 규정에 테뉴어 보팅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상장회사의 주주는
Florange 법 시행일인 2014년 4월 1일부터 기산하여 2년 후인 2016
년 4월 1일부터 자동으로 1주당 2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
음.504)
○ 따라서 Florange 법 시행 당시 정관 규정에 테뉴어 보팅 제도를 두고 있
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정관 규정에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 전에 정관 개정을
하여 테뉴어 보팅 제도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2016년 4월 1일부터 자
503)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
Snapshot-6-15-Florange-law-one-year-on.pdf; Michael Stothard, "French companies fight back
against
Florange
double-vote
law",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
05314dfe-e27d-11e4-ba33-00144feab7de (2015. 4. 16.).
504) ISS, "Impact of Florange Act (France)", ISS Hompage (2014), 1,
file/publications/impact-of-florange-act-fr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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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ssgovernance.com/

동적으로 테뉴어 보팅 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음.505)
○ 2015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 당시 CAC40에 속하는 상장회사 중 Air
Liquide, BNP Paribas, Capgemini, Crédit Agricole, GDF Suez,
L’Oréal, Orange, Unibail, Veolia, Vinci, Renault 등 11개 사에서 1주
1의결권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Vinci의 경우 주주의 99.3%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1주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였음.506)
- BNP Paribas의 경우에도 테뉴어 보팅 제도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을 통
해 1주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Florange 법 개정 내용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만만치 않
았음.
- Renault가 테뉴어 보팅 제도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을 하려하자 정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정관 변경을 적
극적으로 반대하였고, 그 결과 1주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Renault의 정관 변경 시도는 좌절되었음.
- GDF Suez, Orange 등의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1주 1의결권 원
칙을 유지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반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게 됨.507)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 운용 사례
- 실무상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프랑스 금융시장청의 규
제를 받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함.508)
505)
ISS,
"Impact
of
Florange
Act
(France)",
ISS
Hompage
(2014),
1-2,
https://www.issgovernance.com/file/publications/impact-of-florange-act-france.pdf;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Snapshot-6-15-Florange-law-one
-year-on.pdf; Michael Stothard, "French companies fight back against Florange double-vote law",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05314dfe-e27d-11e4-ba33-00144feab7de (2015. 4. 16.).
506)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
Snapshot-6-15-Florange-law-one-year-on.pdf; Michael Stothard, "French companies fight back
against
Florange
double-vote
law",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
05314dfe-e27d-11e4-ba33-00144feab7de (2015. 4. 16.).
507)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
Snapshot-6-15-Florange-law-one-year-on.pdf; Michael Stothard, "French companies fight back
against
Florange
double-vote
law",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
05314dfe-e27d-11e4-ba33-00144feab7de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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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프랑스 금융시장청 업무규정 제222-12-5조에 따라 테뉴어 보
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509)
○ Orange(통신사)
- Orange의 2016년 Registration Documen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Cap’Orange가 2014년 4월 말 이후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2016년 4월 2배 의결권을 확보하였음을 밝히고 있음.510)
-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주식의 13.39%를 보유하는 프랑
스 정부가 전체 의결권의 21%를 행사할 수 있음.511)
○ Air France-KLM(항공사)
- Air France-KLM의 2017년 상반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정관에 테뉴
어 보팅제도 배제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2016년 4월부터 테뉴어
보팅이 당연히 인정됨을 밝히고 있음.512)
- 따라서 2017년 7월 30일 현재 전체 주식의 18%를 보유하는 프랑스 정
부가 전체 의결권의 28%를 행사할 수 있음.513)

4. 시사점

□ 프랑스에서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주주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
는 테뉴어 보팅 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모든 주주가 일정한 기간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라도 그 혜택
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님.514)
508) 원용수,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 -최신 논의를 중심으로-”, 2017
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36.
509) 원용수,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입법례와 운용사례 분석 -최신 논의를 중심으로-”, 2017
년 한국법학원 상법팀 포럼 자료집 (2017), 36.
510) Orange, 2016 Registration Document-Annual Financial Report (2016), 345, https://www.orange.com/
en/content/download/30106/838123/version/8/file/ORANGE_VA_2016.pdf.
511) Orange, 2016 Registration Document-Annual Financial Report (2016), 345, https://www.orange.com/
en/content/download/30106/838123/version/8/file/ORANGE_VA_2016.pdf.
512) Air France-KLM, First half financial report (2017), 7, http://www.airfranceklm.com/sites/default/
files/publications/afkl_rfs_2017_en_28072017.pdf.
513) Air France-KLM, First half financial report (2017), 54, http://www.airfranceklm.com/sites/default
/files/publications/afkl_rfs_2017_en_28072017.pdf.
514) 고창현,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중심으로”, KERI
Insight 16-4 (20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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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도입
이 가능하고,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Florange 법 상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515)
-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자도 또한 장기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장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차등의결권주식
의 신규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회사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적대
적 M&A를 시도하는 투자자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대적 M&A 방
어수단의 하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Ⅵ. 독일
1. 개관

□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방법인 신주인수선택권제도에
관하여는 전술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정관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일부
보통주에 대해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차등의결권제도 역시 유용한 경영
권 방어방법에 해당함.516)
□ 이하에서는 독일에서의 차등의결권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함.

2. 차등의결권제도 인정 여부

515) Lionel Benatia/ Soledad Gomez, “Florange law one year on: French companies’ respons”, FTI
Consulting
LLP
(2015),
2,
http://brussels.ftistratcomm.com/wp-content/uploads/sites/5/2015/05/Snapshot-6-15-Florange-law-one
-year-on.pdf.
516) 유주선, 전게발표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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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등의결권제도의 금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2017/1132 지침 제85조에서는 회원국법에서
동등한 위치의 주주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도록 하
였음.
○ 이에 따라, 독일의 주식법 제53a조에서도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익·회사재산분배 등에 관한 다른 권
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
□ 본래 독일은 차등의결권을 의미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의결권상한 모두 주식
법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입법되어 있었으나, 1998년 “회사지배권 및 투명
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1주 1의결권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
및 기타 보통주식과의 비례적인 의결권을 금지하는 입법태도로 전환하였
음.517)
○ 독일 주식법 제12조는 ‘의결권, 복수의결권 금지’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그
것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즉,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무의결권주식은 허용하고 있음(제12조제1항). 무의결권주식은
우선주인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제139조제1항), 주식자본의 2분의 1까지
의 한도에서 발행할 수 있음(제139조제2항).

(2) 최고의결권제도의 허용

□ 최고의결권이라 함은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에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가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의 잠재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현행 주식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의결권상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정관으로 최고액 또는 소유주식수에 따라 부여되는 의결권의 수에 관
한 구조를 확정하여 의결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
음.518)
517) 유주선, 전게발표문,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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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최고의결권제도의 방식으로는, 정관으로 최고액을 정하는 것과 차등
적인 등급을 두는 방식이 있음(독일 주식법 제134조).519) 최고액을 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보통 기본자본의 5% 또는 10%를 최고액으로 정
하고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에 최고한도를 설
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게 됨. 또 다른 방식으로는 소유주식수에 따라 차등
적인 등급을 두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전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축소하는 형태
를 띠게 됨.520)

(3) 평가

□ 양 제도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들은 공
공성이 높은 대기업에 있어 내국출자자의 의결권을 강화하거나 외국의 고액
투자자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독일 주식법은 차등의
결권을 의미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고, 의결권한
도제도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는 금지하되,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정관을
통하여 허용하는 이분법적인 입법태도를 유지하였음.521)

3. 시사점

□ 독일 역시 영국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EU 지침 제11조의 방어파기 규칙
을 채택하지 않아 그 규율은 독일의 관련 법규에 따르게 됨.
□ 현행 독일 주식법은 차등의결권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1998년 개정되
기 주식법은 차등의결권에 상응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
식법을 개정하면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독일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518) 유주선, 전게발표문, 128.
519) 독일 주식법 제134조 (I) Das Stimmrecht wird nach Aktiennennbeträgen, bei Stückrecht nach deren
Zahl ausgeübt. (의결권은 주식의 액면에 따라 행사한다). Für den Fall, dass einem Aktionär mehrere
Aktien gehören, kann bei einer nichtbörsennotierten Gesellschaft die Satzung das Stimmrecht durch
Festsetzung eines Höchstbetrags oder von Abstufungen beschränken.(주주가 다수의 주주를 가진 경우에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최고액이나 차등적인 등급을 확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20) 예를 들면, 1000주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10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2000주 이상
에 대하여는 20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임.
521) 유주선, 전게발표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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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에 있다고 하겠음. 의결권상한제도 역시 독일은 비상장회사에만 인
정하는 것으로 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결권제한제도 자체를 인
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임. 결론적으로 본다면, 독일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크
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견지하면서 기업인수법에서는 적대적 M&A에
있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식의 방어법제를 마련하고자 하
였고, 주식법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의 폐지와 최고의결권제도의 축소를 통하
여 주식회사법의 원칙에 보다 더 견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
겠음.522)

제3절 차등의결권주식 국내 도입 관련 검토사항

□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적 시도가 있어 왔으나, 아직 성과
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입법 시 참고가 되도록, 과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적 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함.

Ⅰ.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입법적 시도
1. 2008년 법무부 내부 입법안(이하 법무부안)

□ 2006년 법무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차등의결권 도입에 관한 찬
반 양론이 있었으나, 결국 개정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음.5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2008년 입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제344조의7에 복수의결권주식, 즉 최협의의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었음.
○ 차등의결권의 도입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524)
522) 유주선, 전게발표문, 130.
523)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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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수단,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배당은 지분비율에 따르되 경
영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525)
- 1주 1의결권 원칙을 예외 없이 모든 회사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 가령 중소기업
이나 벤처기업 등에서는 차등의결권을 주주간의 계약을 사법적으로 유
용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즉 폐쇄회사에서는 주주 전부
가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의결권과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분리시킬 수
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 간 계약을 회사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차등의결권 주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526)
- 당시 상법개정안 제344조의3에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을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은 회사법
체계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분리를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하더라도 회사법 체계에 반하지 않
음.527)

2. 제20대 국회 제출 ｢상법｣ 개정안

□ 2016년 11월 15일에 정갑윤 의원은 대표발의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갑윤 의원안)을 제출함.528)
○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경영권 공격수
524)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5;
권종호,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2008년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의 입법초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12.), 275.
525) 권종호,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2008년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의 입법초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12.), 275-276.
526)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5;
권종호,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2008년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의 입법초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12.), 275.
527)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5-16.
5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598, 제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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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음.
- 이로 인해 경제계의 경영권 경쟁수단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
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중견, 중소,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내부지분율
이 높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던 국내 대기업도 외국계 투기자본
의 경영권 공격을 받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
야 할 소중한 재산이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경영
권 경쟁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미 선진국들은 적대적 M&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 필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방어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상
장회사들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변칙적 순환출자 등을 이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수단들은 법적,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
입비용에 비해 방어의 효율이 낮음으로써 기업역량이 훼손된다는 문제
점이 있음.
-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
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
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서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주식투자가 아니라
장기 주식보유를 유도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이익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17년 11월 1일에 권성동 의원은 대표발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상법 일
부개정법률안’(이하 권성동 의원안)을 제출하였음.529)
[표] 법무부안과 의원입법안의 내용
법무부안

정갑윤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제344조의7 (복수의결권 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이 복수인
주 식 ( 이 하 “ 복 수 의 결 권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5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977, 제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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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제344조의3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제344조의3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수의결권 주식은 설립할
때의 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 주식의 의결권의
수
2. 복수의결권 주식의 배정방법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는 뜻
④
복수의결권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당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542조의2의 상장회사는
상장
이전에
발행한
복수의결권
주식
이외에
새로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및 수,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등에
관한
종류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의결권의
수,
의결권행사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또는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의 배당
2. 잔여재산의 분배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4.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수
5. 상환 및 전환
6.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거부권이 있는 것
7.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등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의
수,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야
한다.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입법시 고려사항
1. 도입에 관한 근거 법률

□ 상법 제369조 제1항만을 개정하는 방안
○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1항만을 개정하여 임의규정
화하는 방안임.530)
- 예를 들어, 제369조 제1항을 “의결권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주마다 1개로 한다”로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

530)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2014. 1.), 154;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1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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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은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그 수요가 있다
는 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상법에 포괄적 규정을 두되 상장 규정으로
탄력적인 규제를 하는 방식이 법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
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531)
□ 의결권의 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고 상법 제369조 제1항
에 단서도 추가하는 방안
○ 유가증권법정주의 원칙상 현행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유형의 주식은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의 일종으
로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독립된 조문으로 신설하고, 상법 제369조 제1항
단서에도 차등의결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
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음을 추가하는 방식임.532)
- 예를 들어, 제344조의3에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차등의결권을 발행 근거에 관
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한 후, 제369조 제1항에 “회사가 제344조의3(또
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넣는 방법이 있음.
○ 법무부안, 정갑윤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이 취하는 입장임.
- 차등의결권주식 관련 규정을 독립된 조문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을 기초로 하는 상법상의 수많은 조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
야 하므로, 입법기술상 간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방법이 요청됨.
□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방안
○ 무조건적인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금지하되 일정한 조건 아래 차등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상법상 기본원칙, 기업인수의 공정한 규칙 및
국제적인 자본거래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하고, 근거 법률은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에 두는 방안임.533)

2. 차등의결권 도입가능 범위

531)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2014. 1.), 154.
532)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1;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6.
533) 최준선/김순석,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 (2004),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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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입법례와 차등의결권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함.

(1) 비상장회사
□ 비상장회사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차등의
결권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경우 이에 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이 허용을 인정
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을 제외하고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까지 1
주 1의결권을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는 달리 주주 구성이 단순하고 차등의결권 발
행시 주주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주이익 보호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이러한 경우 차등의결권과 같은 의결권의 유연화는 회사 또는 창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게 됨.534)

(2) 비상장회사의 IPO
□ 미국의 Google, Facebook이나 일본의 Cyberdyne의 사례에서와 같이 차등
의결권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줄 것인가의 문제임.
□ 이 경우에는 상장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국내의 다수 견해임.535)
- 비상장회사, 특히 창업자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
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기업과 같은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의 의사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
는 기업색채를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영권방어수
단이 필요함.
- 차등의결권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창업자는 지배권
이 희석될 것을 염려하여

IPO 시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차등의결권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IPO를 인정함으로써
534)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8.
535)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8; 고
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108-109; 김순석, “차등의결
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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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창업과 IPO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536)
- 창업자에게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권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회사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537)
-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게 공시되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가에 의해 차등의결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가격으로 투자를 할 것이므로, 신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음.538)

(3) 상장회사
□ 상장회사가 된 이후 주식이 분산 소유된 상황에서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의 지배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임.
□ 이에 관해서는 이미 상장된 회사의 자본재편을 위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다수임.539)
- 주식 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 의결권을 일부에게 집중시키는 자본재편
은 소수주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540)
-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성공한 창업자나 지배주주에게 IPO를 할 인
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미 회
사가 상장된 이후에는 차등의결권의 새로운 발행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541)
536)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8; 송
옥렬,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8.), 275.
537) 송옥렬,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8.), 275; 유영일, “차등
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12.), 102.
538)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3-14;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2; 김
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2014. 1.), 145.
539)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1-13;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108-109;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2.
540)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2-13.
541)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3;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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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이 경영권 방어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
보다는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비효
율을 발생시킴.

□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정갑윤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지만, 법무부안에서는 비상장회사가
IPO 시점에 정관 개정을 거쳐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이미 상장된 이후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을 새롭게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제344조의7 제5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
□ 이미 상장된 회사의 자본재편을 위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할 경우
나타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 규정임을 알 수 있음.

3. 차등의결권 발행 시 결의요건

□ 차등의결권 발행 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거치면 되는지
총주주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문제가 됨.
- 상법상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를 거치면 되고,542) 이미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새로운 종류주식의 발행으로 기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거치
면 됨.543)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거치면 된다는 견해
○ 차등의결권주식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므로 다른 종류주식과 마찬가지로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임.544)
- 소수주주의 의결권 희석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함.545)
□ 총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542) 상법 제344조 제2항, 제433조 제1항, 제434조.
543) 상법 제435조 제1항.
544) 유주선, “주주평등의 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5.
12.), 143.
545) 유주선, “주주평등의 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5.
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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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 등 특정인에게만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므
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고, 이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며, 지
배권 프리미엄도 창업자만 독점하게 되는 등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임.546)
□ 법무부안에서는 비상장회사가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 변
경을 한 경우에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반면, 정갑
윤 의원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권성동 의원안
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따
라 변경된 정관에 의하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무부안은 소수주주의 기득권 침해 및 이에 따른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
해 엄격한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음.

4. 의결권 배율 설정
□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의결권이 많은 주식에 대하여 1주당 부여하
는 의결권의 배율을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지나치게 많은 수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기존주주의 의결권이 과다하게 희
석되는 것을 막고 일부 주주가 적은 출자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제
동을 걸기 위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의결권의 배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547)와 미국이나 일본의 상장 규정에도 의결권의 배율
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결권 배율의 문제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법상 제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548)가 있음.
□ 정갑윤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법무부안
에서는 1주당 최대 3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차등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배
율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이는 이미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의 의결권 희석을 전제로 한 것이
라고 함.549) 법상 배율 제한도 없고 일반적으로 1 대 10의 배율의 차등의

546)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108; 김순석, “차등의결
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4.
547)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12.),
128.
548)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2.), 249.
549)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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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주식이 발행되고 있는 미국와 일본의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보면, 법무
부안은 도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완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
임을 알 수 있음.

5. sunset 조항 규정 여부

□ 창업주에게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IPO 당시에는 효율적인 것이
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된 경우, 차등의결권 구조를 해소
시킬 장치를 마련해야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장치 설치를 미국과 같이 시장
매커니즘에 맡길 것인지 일본과 같이 법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상장되어 거래되는 차등의결권 주식이 일반 소수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한국의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일본과 같이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550)
□ 법무부안, 정갑윤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은 하고 있
지 않음.

6. 소결

□ 실제 차등의결권은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 등에서 경영권
방어,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의결권의 유연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미
가 있음.
□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내의 사례라고 소개되는 기
존 상장회사, 소위 재벌기업들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정갑윤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은 상장 규정의 정비 등 추가정인 규정의 정비
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법무부안의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한 입법적
시도였고, 따라서 국내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됨.
□ 그런데 법무부안이 당시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재벌그룹 지배

550) 고창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9.), 109-110; 송옥렬, “상장
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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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이용될 우려 때문이었다고 함.
□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에게 의결권을 많이 주는 것=재벌의 지배권 유지 수단
이라고 막연하게 단정지어버리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임.
□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시 기존의 법무부안은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의결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한 입법 여부도 함께 고려가 되
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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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 신주인수선택권

○ 포이즌필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것은 경영권 분쟁 상
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음. 실제로 그 후 미국 업
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그러한 포이
즌필이 미국법상 인정되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
음.
○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포이즌필이 적대적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지 않고, 더 나아가 회사에 중대한 순영업손실이 발행한 경우 회사
의 과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NOL poison pill) 이용됨. 또, 적대적 경
영권 인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용되지 않고, 우호적 합병계약이 체
결된 이후의 거래보호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 그러므로 미국의 포이즌필을 신주인수선택권으로 번역하고 이를 어떠한
제도로 정의함에 있어서는, 개념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어느 범주에서 설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포이즌필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
며 종래 미국 법원도 일률적으로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주법이 연방증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 주장에
대한 법적 논쟁이 뜨거웠음. 이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포이즌필의
적법성이나 허용 여부가 미국에서도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 또, 최근 미국 포이즌필 운용동향을 보면, 델라웨어주에서도 포이즌필을
채택하는 회사수가 극히 적고,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입김이 회
사의 포이즌필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이 보이는 바, 그와
관련된 법적 논의도 참조하여 국내법상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미국에서 고안되어 30년 넘게 운용되어온 포이즌필 제도를 국내
법상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포이즌필의 허용여부에 대한 미
국 법원의 법리, 최근의 제도 운용 현황, 경영권 방어수단 이외의 목적으
로도 활용된다는 점, 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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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유럽에서 미국식의 포이즌필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EU 지침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음.
○ 유럽연합의 공개매수 관련 규율에 관하여 공격방법을 규제하는 동시에 방
어방법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EU 지침의 주요
제도들 간에는 체계적 균형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공격을 제한
하는 의무공개매수 규칙과 방어를 제한하는 이사회 중립 규칙 및 방어파
기 규칙은 일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임. 국내법에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EU 지침과 같이 그 균형상 대척점에 위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적어도 그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고려까지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EU 회원국 중에서 국내의 포이즌필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참고할 가치가
가장 큰 국가의 법제는 프랑스 법제라고 생각됨.
○ 프랑스의 경우, 오래전부터 워런티 제도를 운영해왔고 근래에는 동산증권
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만들어 규율하고 있음. 신주인수선택권 역시 워
런티 및 동산증권의 일종임.
○ 프랑스가 2004년 EU 지침의 영향을 받아 2006년 새로운 입법을 통해 경
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증권(포이즌필)을 도입하기 전에도,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음.
○ 단지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프랑스 금융청은
부정하였음.
○ 결국, 외국기업의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로부터 프랑스 기업을 지키기
위해 입법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하였음.
○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포이즌필 제도는 미국의 포이즌
필 제도와는 달리 적대적 인수시도자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평등주
의에 합치되면서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자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기업인
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각 법
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됨.
○ 포이즌필은 적대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상회사로 하여금 인수시도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더 높은 액수를 제안받을 시간을 확보해주지만, 대상
회사의 이사들이 사익추구행위를 하고, 참호구축을 위해 포이즌필을 이용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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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프랑스 포이즌필 제도는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상주주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중하게 디자인되었음.
○ 따라서 국내 포이즌필 제도 도입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포이즌필과
프랑스의 포이즌필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각 법제에 대한 연
구를 심화하여 제도의 개념, 요건, 효과를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차등의결권

○ 다음으로 차등의결권의 경우, 미국은 각 주법에서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
권주식 발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각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회사
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은 금지하고 있고, 다만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차등의결권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가능함.
○ 미국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기존 상장회사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적
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차등의결권주식은 비상장회사에서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상장 후
평상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실
제 미국의 기업들도 이를 위한 목적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주로 채택하
고 있음.
○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상장회사에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IPO하는 것은 허용
됨.
○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목적도 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적대적 M&A 방
어수단으로서보다는 자금조달 수단 또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전을 통한 기
업 가치 또는 주주 전체 이익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밝
히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상장
회사, 비상장회사의 IPO 시, 기존 상장회사로 나누어 단계별로 허용 여부
를 살펴보아야 하고,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으
로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 수단 또는 평상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
로서의 측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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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차등의결권 주식의
IPO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관투자자와 기업가 측의 팽팽한 견해 대
립이 존재하지만, IPO 시 차등의결권 구조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임.
○ 다만 창업주에게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당장은 기
업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채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영속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이는 차등의결권주식을 창업자만 누릴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
나면 차등의결권 구조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다양한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sunset 조항
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직접 규제를 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 규제의 핵심은 차등의결권제도는 창업주
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
데 그러한 창업주의 기여는 영속될 수 없으므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유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선 시점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점이고, 이는 한국의 차등의결권 제도의 논의에 있
어서도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이슈임.
○ 다만 아직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에 관한 규제
를 시장 매커니즘에만 맡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시 일본과 같이 거래소 상장 규정에 의한 규제를 하는 것이 도
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미국에서도 sunset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사적자치에만 맡
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견 타당해 보임.
○ EU에서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은 없으므로 각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 영국은 2006년 회사법 제630조 및 제631조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
을 인정하고 있고, 제284조에서 1주 1의결권을 원칙적인 기준으로만 설정
하고 있으므로,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상장규칙에서 우량상장의 경우 다른 의결권의 크기를 갖는 종류주
식의 상장이 금지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
장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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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최근 영국 정부와 금융감독청은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프랑스는 주식 자체에 부여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의 주식인 최협의
의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주주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는 인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도
입이 가능하고,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
상 강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는 장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함
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차등의결권주식의 신규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회사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시
도하는 투자자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하
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국내에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
의 차등의결권제도가 많은 도움을 주므로, 이들 나라의 차등의결권제도의
연혁, 목적, 규제 방식, 실제 운용 현황 및 사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장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신규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회
사에서의 적대적 M&A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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