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기업의 경계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며
우리도 이러한 규정을 회사법(상법 회사편)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회사의 이사, 임원, 지배주주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
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
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다. 언론들도 다양한 형태의 기업집단 거래 유형들이 미
국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에 해당되는 사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유형들이 미국에서라면 처벌되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므로 하루빨리 상법을 개정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다. 법무부도 지난 12월 20일, 기업부패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회사기회 유용 금지를 회
사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업의 본질과 회사법의 역할이라는 관점에
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의 본질과 회사법의 역할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자발적 계약의 산물이다. 만일 기업이라는
생산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각자의 생산요소를 어떠한 가격에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
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기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흩
어진 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모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품을 생산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방식은 상당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만을 이용해 생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이다. 거래당사자들은 이
러한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마련이다. 생산과 경영에 관
련된 포괄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경영권)을 계약의 일방 당사
자(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약 형태

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영권이라는 재량을 가진 경영자가
이를 남용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있다. 대리문제 또는 대리비용
(agency cost)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계약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리비용을 막기 위한 자구책도 마련할 것이다.
결국 기업이란 거래비용과 대리비용의 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요소 소유자 간
의 수직적 통합형식(vertical integration)의 장기계약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
후 급속한 기술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비용과 대리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계약수단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수직적 통합계약형식인
기업이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되는 중간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경계(boundaries of the firm)가 점점 모호해
지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경제이론과 법체계는 이러한 계약적 혁신을 따라잡지 못
하게 되었다.1) 우리나라에서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온 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
간 거래와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도 이러한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구
조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권 창출과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권 남용의 통제에 있다면 이러한 본질적 요소는 모든 기업들이 갖추고 있
어야 하고 또한 갖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장래에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상황을 예측하며 경영권의 범위와 통제에 대한 완벽한 계
약조항들을 마련할 수는 없다. 기업이라는 계약구조에는 항상 틈(gap)이 있게 마련
이고, 이러한 틈을 메워주는 것이 ‘회사법’의 역할이다.2)
다만 회사‘법’은 속성상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창출한
경영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 회사
들이 처한 상황과 업종에 따라 회사 계약구조가 천차만별이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유형도 다양하므로 모든 회사들에게 적합한 책임조항을 회사법이 모두 제공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법에서는 경영진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
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
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당연한 내용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규정을

1) Ronald J. Gilson, Charles F. Sabel, Robert E. Scott, “Contracting For Innovation: Vertical
Disintegration And Interfirm Collaboration,” 109 Columbia Law Review 431, 2009.
2) 흔히 ‘기업(firm)’과 ‘회사(corporate)’를 동일시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 다르다. 회사는
기업의 형태 중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
양도성, 법인격 등의 특징을 갖춘 것이다. 회사는 기업이지만 모든 기업이 회사는 아니다. 기업은
상법 중 제1편(총칙)과 제2편(상행위)의 적용을 받고 회사는 1편과 2편 외에도 제3편(회사)의 적
용을 받는다. 많은 기업이 회사 형태를 띠므로 본 글에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근거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근거해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법적인 개입이 자칫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영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간의 조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회사기회 유용과 기업집단 내부거래
회사의 관련 당사자인 이사나 지배주주가 회사의 가치를 전용하는 행위들을 경제
학 문헌에서는 소위 터널링(tunneling)이라고 부른다. 회사법상 이러한 행위들을 통
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충실의무’ 규정이 핵심이다.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 유형은 자기거래(self dealing)이다. 이사나
지배주주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분
권이 적은 (자)회사에서 지분권이 많은 (모)회사로 부를 이전시키기 위해 자회사와
모회사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 등을 의미한다.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더라
도 거래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충실의
무 규정과 자기거래 금지규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회사법상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 속할 사업기회를 이사나 지배주주가 전용하는 ‘회사기회 유용’도 충실의무
를 위반하는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이다. 개념적으로 ‘거래’적 성격을 가지는 자기거
래와 달리 ‘탈취’적 성격을 가지는 회사기회 유용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활
용하기만 해도 당연위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에 속할 사업기회와 그렇
지 않은 사업기회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업기회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 자칫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마저도 ‘사업기회’라는 개념
에 포섭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회사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 누가 봐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라면 충실의무 규정으
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위한 명문 규정이 필
요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충실의무 규정에 근거한 사법부의 ‘해석’을 통
해 개념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가 명문으로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
다. 잘나가는 회사 내의 특정 사업부를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면서 지배주주 일가가
이 회사의 상당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원료생산이나 판매

등 내부 사업활동 중 일부를 독립된 회사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기존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도 지배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
리고 이렇게 독립한 회사에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이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행위들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는 이유는 만일
회사 내의 사업부서를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지 않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했더라면 사업상의 이익으로 인한 혜택을 기존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배당 등
의 형태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배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독립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러한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유형들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로 통제할 행위 유형들이 아니다.
기업집단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는 거래 또는 계약의 공
정성과 경영판단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또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회
사 내의 사업부에서 활용할지, 독립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수행할지, 아니면 기
존의 계열사가 수행하도록 할지 등의 문제는 사업 종류, 사업 환경,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거래비용과 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는 경영판단의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 유형들이 경영자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법상 충실의무 규정 또는 이것의
구체적 유형인 자기거래 금지 규정과 경영판단의 원칙 간의 조화 속에서 통제될 유
형들이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로 통제될 유형들이 아니다. 기업집단에서의
사업기회 유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미국 판례를 살펴보자.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두고 유전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정유회사인 Sinclair
는 자신이 97%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Sinven)에게 과도한 배당을 하도록 지시한
후 이 자금으로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다른 자회사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활
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Sinven는 과다한 배당으로 인한 현금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워졌다. Sinven의 소수주주들은 지배회사인 Sinclair가 Sinven의 사업확장 기회
를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업기회는 당초부터 Sinven에 속
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하였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 중 어느 회사가 새로운 사
업기회를 수행하도록 할지에 관한 사항은 지배회사인 Sinclair의 경영판단에 속한다
는 것이다.3)
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에 대한 회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모든 나라들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
3)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 (Del. 1971). Stephen M.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2009, pp.105-107

기회 유용 금지를 회사법상 명문으로 규정하며 통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
라와 유사한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경영자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보다 지배주주와 회사와의 자기거래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한다.
경영자와 달리 지배주주는 자신의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집단 내부에서
지배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계열사 간 사업기회의 할당 등에 대한 회사법적 평
가 시 이러한 행위가 기업집단 전체에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전혀 관련성이 없는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이러한 회사에 사업기회를 할당했을 경
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적고 사업비밀의 유출위험 등이 있어 상당한 거
래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기업집단 내부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의 행위에 대한 회사법적 통제
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영판단의 원칙과 충실의무 규정
위반(또는 자기거래 금지 규정 위반) 간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4)

사업기회의 범위와 기업의 경계
상법 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판례법상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법리에서 의미하
는 사업기회는 회사의 모든 사업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사
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기회(endogenous opportunities)가 아닌 외부기회
(exogenous opportunities)만을 의미한다.5) 회사의 내부기회까지 회사기회 유용 법
리로 통제할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 사례들은 대부분 내부기회와 관련된 것들로
회사기회 유용 법리가 적용될 사안들이 아니다. 더 나아가 외부기회마저도 개념적
으로 모호하므로 판례법상 인정되는 미국에서의 회사기회 유용 법리 자체를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판례도 아닌 상법을 개정하면서까
지 새로 도입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판례법 원칙은 기업의 전형적인 계약구조인
수직적 완전통합 형태를 전제로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 당시의 전형적인 기업
구조에서는 기업의 경계가 분명하여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와 그렇지 않은
사업기회를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러나

기업

간

조직적

혁신

4)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2009, pp.153-182.
5) D. Gordon Smith, Darian M. Ibrahim, “Law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Entrepreneur
Law, 2008.

(cross-organizational

innovation)이

중요해지고

있는

21세기의

신경제(New

Economy)하에서도 20세기 초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혁
신을 위축시키고 주주를 포함한 회사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6) 기업의 경계(boundaries of the firm)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어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와 그렇지 않은 사업기회를 법적
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회사기회 유용이
문제된 사안들은 대부분 회사법상 충실의무나 자기거래 금지 규정, 또는 일반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사업기회’라는 모호한 개념에
기초해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가정신만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상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최근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동성
확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회사법 동향은 경영권의 사전적 규제를
위한 구체적 입법형식(rules-based approach)보다는 충실의무와 같은 일반적 규정
과 경영판단의 원칙 간의 조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경영권을 통제하는 방식
(standards-based approach)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
기 위해서다. 이것이 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회사법의 역할이기도 하다. 20세기
초의 경제환경과 기업형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회사기회 유용 법리를 21세기에도 적
용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6) 대표적으로 William Savitt, “A New Look at Corporate Opportunities,” Columbia Law School,
Working Paper No.235,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