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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기업지배권 경
쟁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
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일명 “5% Rule” 또는 “5% 보고제도”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
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
며 적대적 M&A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이 불공정하게 침탈당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교란
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지
25여 년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고기준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고기준(보유비율과 보고기간)과 보고내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
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미국은 보유비율을 최초 10%에서 5%로 인하 하였으며 영국
도 최초 5%에서 최소 3%로 인하 하였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보유비율
의 기준을 최소 3% 또는 그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보유비율 5%는 가장 높은 보유비율을 요구하는 국가군에 속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전문적
인 투자자들의 투기전략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주식보유비율 기준을 보다
낮추고 있음을 주목하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현재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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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보유비율을 낮추면서도 최소기준부터 단계별로 보유비율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보고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후 5일 이내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주식대량 보유의 보고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경향이 크며, 예컨대 호주
는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영국은 “2일” 이내에, 독일은 “즉시” 보고하거나
적어도 “4일” 이내에,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대량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전문가이거나 해외 전문펀드들이 많음을 고려한다면 주식취득에 따르는
보고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일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속한 보고가 가능한 전자공시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외국의 기간단축 움직임에
발맞추어 그 기간을 “2일” 또는 “3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주식 등 보유목적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냉각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단순투자 목적으
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고사유 발생일
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 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냉각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단
순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냉각기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
서 단순투자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냉각기간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냉각기간이 무력화 되는
기간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5%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보고내용에 최소한의 필수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예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
성내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정정보고 요구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감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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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 등의 대
량보유상황 보고”에 관한 제도를 마련
-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이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보
고)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
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또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변동보고) 5%
보고서의 사본을 발행회사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함(법 제148조).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의 주식 등의 대량취
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예
측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등의 대량 수급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자
료를 제공

▶ 그러나 2015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
리엇매니지먼트의 주식취득과 회사 경영진과의 대립1) 및 기타 많은 다른 사례들에
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식대량 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대적 M&A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이 불공정하게 침탈당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교란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상당함.
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7.12%의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분
산하여 사들인 뒤 이를 일정 시점에 한꺼번에 엘리엇 명의로 전환시키는 일명 “파킹거래” 또는 헤지펀드 등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 기법인 “스왑북(SWAP Book)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을 지난 6월 3일 339만 3,148주 매입해 총 1,112만 5,927주(7.12%)를 보유하게 됐다고 6월 4일 공시하였다.
6월 2일까지 773만 2,779주(4.95%)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지분이 2.17%나 늘어난 것이므
로 이는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대량주식 보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
다(매일경제신문, “엘리엇 파킹거래했나…`5%룰` 위반 가능성”,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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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는 보고제도의 인식부족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기업지배권 침탈이나 불
공정한 거래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

▶ 따라서 현재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제도적 변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능을 위하여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제도를 주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 기존의 연구가 공시제도 자체에 관한 연구에만 치중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보고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측면과 경영자의 입장이 간과된 부
분이 많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보고요건과 기준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2) 보고내용과 보고기준(보유비율과 보고기간)
에 대한 문제점에 국한하여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
이외의 주요 국가들(독일, 영국, 일본)의 주식대량보유의 보고제도를 부분적으로 검
토하여 역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2. 유사제도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유사한 지분공시 제도로서는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 제도,” “최대주
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신고” 및 기타 “상법상의 주식대량취득 통지제도” 등이
있으나 상호간 구별이 필요
▶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3)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주식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규제강화는 기업과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
이 되고 반면에 규제완화는 투자 및 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모두 검토대상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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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
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일정한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달리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기존 경
영진에게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는 회사 내부자 거래로서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차이가 있음.

▶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
-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에 따라서 증권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발행인(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정
명령,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
- 공모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 정보가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의 공시를 강제
-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모두 공시의무자가 발행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제1항에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의 소
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적
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
- 다만,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또는 제173조에 의한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따
른 보고의무 등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
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동조 3항).

3) “특정증권 등”이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1) 그 법인이 발행
한 증권(순수채무증권은 제외), (2)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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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대량취득 통지제도
-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
- 상법상 통지의무제도는 주식회사에 부과된 의무로서 회사가 아닌 조합이나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특별관계자라는 개념도 없으므로 회사가 단
독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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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제도’ 내용과 현황
1. 의의: 기능과 연혁
▶ 우리나라에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
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이를 일명 “5%
Rule” 또는 “5% 보고제도”라고도 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
게 공시함으로써 (i)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ii) 적
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
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며, (iii)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분변동 상황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iv)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
는 한편, (v) 규제당국에게는 불공정거래의 감시수단이 될 수 있는 기능과 목적을
가짐.
- 세계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
고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
- 대표적으로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d)(1),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
27조의23 등, 독일의｢증권거래법｣ 제21조, 영국의｢공시 및 투명성 규정｣ 제5장 등

▶ 자본시장법 제147조 내지 제151조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서 5% 이상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의 보고기준과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하위법에 위임
-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148조부터 제149조까지는 대량보유보고서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및 보고서의 공시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50조부터 제151조는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제한,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재내용 등을 규정

II.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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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제15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법률의 내용
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최초 (舊)증권거래법상의 “대
량주식취득금지제도”가 “대량보유보고제도”로 대체되면서 현재의 자본시장법에서
도 그대로 승계되어 규정되고 있음.
- 연혁적으로 보면, 창업주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76년 12월 22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舊증권거래법 제200조)
- 이와 병존하여 1991년 12월 31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제200조의2를 신설하여 “대량
보유상황 보고제도”를 도입하였고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소유상황을 증권관리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그 소유주식 수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5일 이내에 변동보고
하도록 함.
- 1997년 1월 13일 일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금지제도인 제200조가 폐지되면서
(공공적 법인의 경우만 유지) 일반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더 이상 경영권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대량보유보고제도(舊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의
하여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로서의 기능이 회복됨.
- 2005년 1월 17일 舊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부과되었고 경영참가 목적으로 5% 이상을 신규취득하거나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추가취득 및 의
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냉각기간 제도를 도입(舊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2항 신설)
- 2009년 2월 4일 舊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공공적 법인의 대량주식 취득을 금지하
던 제200조까지 삭제되고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47
조로 승계
- 또한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존의
고발, 경고 등과 같은 행정조치 이외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의 부과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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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의무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서 5% 보고의무자는 주식 등을 보유하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특별관계자란 일정한 친인척관계 또는 계열관계를 전제로 하는 “특수관계인”과
M&A와 관련된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공동보유자”를 의미(법 시행령 제141조
1항)
- 특수관계인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이 개인인 경우(법 시행령 제8
조 1항)와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로 구분(동조 제2항)
-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i)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행위, (ii)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iii)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
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하며(법 시행령 제141
조 2항) 다만,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동조 3항)
-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각자 보고의무자이지만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허용되며(법 시행령 제153조 4항) 연명보고를 하는 경우 특별관계자의 대표자에 대
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1조 1항)

3. 주식 등의 “보유”
▶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서 의미하는 주식 등의 “보유”란 소
유 이외에 취득, 처분 권한 또는 의결권행사 권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배가능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개념까지 포함(→ 소유 + 소유에
준하는 보유)
- “소유에 준하는 경우”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7가지의 경우를 의미(법 시행령 제142조)
(i)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II.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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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률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예
컨대, 증권예탁증권(DR))
(iii) 법률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지는 경우
(iv) 법률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v)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vi)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 권
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v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4. 보고 대상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주식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법 제133조 1항)의 증권과 동일하며 (i)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및 (ii)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증권예탁증권(DR),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
당) 등을 포함(법 시행령 제139조)
- 따라서 보고의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서 보통주, 의결
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우선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
주가 포함되고 현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잠
재적인 의결권이 있다면 5% 보고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
인수권증권(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
- 기타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라도 권리행사에 의하여 기초자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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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주식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5. 보유비율과 산정: “5%” 또는 “1%”
▶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주식 등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각각 보고(법 제147조 1항)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위한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출(법 제147조 2항)
- 보유비율의 산정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본인 보유 주식 등의 수

본인보유 주식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등
=

발행 주식 등의 총수

발행 주식총수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등
(교환사채 등 제외)

6. 보고의 “사유”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신규보고, 변동보
고, 변경보고의 3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의무가 발생
- 신규보고: 주식 등의 신규취득에 의하여 5% 이상이 되는 경우(법 제147조 1항)
- 변동보고: 보유비율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법 제147조 1항)4)
- 변경보고: 보유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법 제147조 4항)
4)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일반적 면제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은 없지만 자본시장법 제153조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변동보고”가 면제된다. 즉, (1)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
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주식
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
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 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변동보고가 면제된다.

II.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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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의 “기준일”과 “보고기간”
▶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 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
우에 그 보고 기준일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날로 하며 대량보유보고 및 변동보고는 원칙적으로 보고 기준일인 보고
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47조 1항).
- 그러나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154조 3항) 다만, 이 경우에
도 신규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등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를 할 수 있음(법 시행령 동
조 4항).

8. 보고의 “내용”
▶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는 목적은 크게 해당 기업의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그 이외에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이를 구
별하여 보고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순화
하고 있음.
▶ 첫째,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인 경우에는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법 제147조 1항) 이외에 (i)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ii) 보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iii) 변동 사
유, (iv)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v) 보유 형태, (vi) 취득에 필요한 자
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 등에 대하여 보
고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153조 2항) 대량보유자 등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는 그 법적 성격(회사의 형태, 조합인지 여부), 임원,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1항) 또
한 대량보유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도 기재(동규정 동조 2항)
- 보유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인 경우에는 이상의 보고내용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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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반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보고5)
- 실제로 작성에 사용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일반서식>”은 보고내용
을 크게 3가지로 구분
▪ “제1부 보고의 개요”에서는 (i)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ii)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보고자, 특별관계자,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iii) 보유주식 등의 수 및
보유비율, (iv) 보유 목적, (v) 변동(변경)사유 등을
▪ “제2부 대량보유내역”에서는 (i)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주식 등의 종류별
및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ii)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iii)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
별 보유내역(금융기관인 경우) 등을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에서는 (i) 변동내역 총괄표, (ii) 세부변동내
역, (iii)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타 증빙내역을 첨부하도록 요구

-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제147조 4항)에서는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
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을 보고(법 시행령 제155조)

▶ 둘째,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취득 또는 처분 일
자·가격 및 방법에 대하여만 보고(법 제147조 1항 후단)
- 단순투자 목적임을 최초 보고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이와 같이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주식 등의 대량보
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보고6)

5) 금융감독원, “별지 제44호 서식: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5. 8. 20).
6) 금융감독원, “별지 제45호 서식: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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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결권 제한 – 냉각기간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경영참가 목
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이라고 함.
-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은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
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냉각
기간을 인정
- 동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신규보고 및 변경보고의 경우에 냉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해석상 변동보고의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
만7) 이로 인하여 악용의 소지도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
분을 명할 수 있음(법 제150조 3항).

▶ 이외에도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법 제150조 1항).

10. 위반에 대한 제재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변동 및 변경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에게 일정한 조사권(법 제151조 1항)과 정정명령 및 조치권(법 제151조 2항)을 부여
하고 있으며 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가능

7)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 566면;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2013, 324면; 이철송, “대량보유보고제
도의 엄격해석론-제재수단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1), 206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
무안내｣, 2013, 284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17. 자2010카합5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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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의 일정기간 제한(법 제150조): (i) 고의나 중과실로 보
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을 거짓 보고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는 주식 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법 시행령 제158
조 1항) 또는 (ii)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 등을 취
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주식
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법 시행령 제158조 2항) 동안
의결권이 제한
- 위반주식 등에 대한 6개월 내의 처분명령(법 제150조 1항)
- 과징금의 부과(법 제429조 4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및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누락한 경우는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 및 정정 요구(법 제151조)
- 거래의 금지·정지,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법 제151조 및 법 시행령 제159조)
- 허위기재 또는 누락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는 형사처벌(법 제444조 18호), 미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
하의 벌금(제445조 제20호) 및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446조 제26호)

▶ 5%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량보유 보고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주식취득에 관한 사법(私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II.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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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1. 의의: 입법배경과 기능
▶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고 이러한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뉴저지 주(New Jersey)의 상원의원인 해리슨 윌리엄즈(Harrison
Williams)는 당시 무분별한 공개매수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입
법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일명 “윌리엄즈법(Williams Act)”이라고
도 함.8)
- 윌리엄즈법은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A)의 제13
조(d), 제13조(e), 제14조(d), 제14조(e), 제14조(f) 등에 포함되면서9) 공개매수와 대
량보유에 관한 공시 규정들로 새롭게 구성되었고 마침내 증권거래에 관한 공시제도
가 보다 확충됨.
-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공개매수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로서 제13조(d)는 증권
거래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대상 증권의 5% 이상을 대량 취득한 경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d)는 공개매수의 사전공개 의무를 그리고 제14조(e)는 공개매
수와 관련된 공개매수자 및 상대방의 사기금지 등을 규정하여 공개매수자가 대상회
사의 주주들에게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줄 수 없고 모든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10)

▶ 주식대량 취득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는 우
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상응하는 규정으
8) Rusty A. Fleminga, “A Case of When Rather Than What: Tender Offers under the Williams Act and
the All Holders and Best Price Rule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Winter, 2003), p.
264.
9)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3(d), Section 13(e), Section 14(d), Section 14(e), Section
14(f).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4, 530~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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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근거조항이 되며 특히, 동법 제13조(d)는 최초 도입
시에 대량주식보유 공시의무의 기준을 10%로 정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어 1970년 동법의 개정을 거쳐 5%로 비율로 낮추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5%
의 보유비율을 유지
- 이와 같은 주식대량 보고제도에 의하여 해당 기업과 주주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
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주식대량보
유 보고제도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의 기능을 수행

▶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1)은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종류증권 등의 실질소유
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결과 그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의 5% 이상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질소유자가 된 자는 그 취득 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
- 동규정은 공개매수뿐만 아니라 공개회사의 지분증권을 대량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완전정보공개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정보공시의무
(integrated disclosure requirement) 조항”이라고도 함.
- 또한 증권 취득자가 당해 발행인의 지배권 변경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효과를 가
지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이나 영향을 가진 거래에 관련되거나 거래 참가자가 되는
(SEC Rule 13d-3(b)가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
에는 Schedule 13D 제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증권 취득자는 (i) 당해 증권
에 대한 의결권 행사 또는 의결권 행사의 지시 또는 (ii) 당해 증권 발행인 및 당해
발행인을 지배하는 자의 여하한 지분증권에 대한 실질적 소유지분의 추가 취득이 금
지됨(SEC Rule 13d-1(e)(2)).11)

2. 보고의무자 및 “실질적 소유”
▶ 미국의 보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형식적 자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실질적 소유”
라는 실체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와 달리 “실질적 소
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가진 자를 보고의무자로 간주
- 실질적 소유자란 대상주식에 대해 의결권 지배권한이나 투자 지배권한을 계약, 협
11) 17 CFR 240.13d-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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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협정, 교섭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하거나 공유하는
자를 말하며(SEC Rule 13d-3(a))12) 이와 같은 주식의 5% 실질적 소유는 그 실질적
인 소유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수를 합하여 결정
(SEC Rule 13d-3(c))13)
- 또한 조건부 권리도 실질적 소유에 포함되므로 60일 동안 어느 때든지 주식선매권
(option), 주식매수청구권(warrant)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 신탁계약의 취소나 소
멸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에 해당. 다만, 조건
부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주식이나 특정
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지배권을 변경하거나 지배권에 영향을 줄 목적
이나 효과가 있거나 또는 취득자가 그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모든 거래에 참여
하거나 관련이 있을 것이 필요(SEC Rule 13d-3(d)(1))14)
- 그러나 예컨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명목상으로 소유하는 자이고 지시 없이도 주
식의 의결권을 지배할 권한이 거래소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증권거래소의 회원의 경
우에는 실질적 소유의 범위에서 제외되며(SEC Rule 13d-3(d)(2)) 또한 서면의 입질
계약(written pledge agreement)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입질주식의 질
권자가 된 자도 실질적 소유의 범위에서 제외

▶ 이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추가로 매수한 수량에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하지만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지난 12개월 동안 추가로 매수한 수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고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인정(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6))
▶ 또한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3)은 공동보유자의 보고의무도 인정
- 발행인의 증권을 취득, 보유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파트너십, 제한
파트너십, 신디케이트 또는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그 신디케이트나 집단도 보
고의무자인 보고자(person)로 간주되어 보고의무를 부담하며 SEC의 Schedule 13D
에 의한 보고가 요구됨(SEC Rule 13d-5(b)(1)).
- 이러한 공동보유는 주주들간 주주권의 공동행사를 합의한 후 기존 보유주식을 계속
12) 17 CFR 240.13d-3(a)
13) 17 CFR 240.13d-3(c)
14) In the matter of the Coca-Cola Inc., SEC Doc. No.927. 예컨대, 합병이 특정일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피
합병회사의 주식을 대량취득 하기로 당사 회사 간에 합의한 것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
로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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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만 있어도 보고의무가 발생15)
- 공동보고자의 Schedule 13D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연명보고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보고서에 각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 구성원을
위하여 제출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명보고서의 제출을 허용

3. 보고대상의 “지분증권”
▶ 미국의 경우에도 보고대상 주식을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y)”으로 정
하고 있음(SEC Rule 13d-1(i))16)
- 지분증권이란 SEC Rule 3a11-1에서 정의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예컨대, 상장 또는
등록회사의 (i)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증권, (ii)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지분증권으
로 전환이 가능한 증권, (iii) 지분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iv) 지분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등 위의 유가
증권과 속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SEC가 정하는 규정
에 의하여 지분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증권(미국 증권거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특정종류의 지분증권) 등을 포
함.17)

4. 5%의 “보유비율”과 보유비율의 “산정”
▶ 지분증권의 실질적 소유가 5% 이상이면 보고의 대상이 되며(미국 증권거래법 제13
조(d)(1)) 그 실질적인 소유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
식 수를 합하여 5% 이상 여부를 결정(SEC Rule 13d-3(c))18)
▶ 보유증권의 비율 산출은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자회사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소유하
는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4))

15) GAF Corp. v. Milstein, 453 F.2d 709(2d Cir. 1971)
16) 17 CFR 240.13d-1(i)
17) 17 CFR 240.3a11-1
18) 17 CFR 240.13d-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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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의 “내용”
▶ 주식대량 보유에 관한 보고내용은 “Schedule 13D”에 따라 발행인 및 지분증권의
종류 외에 (i) 실질적 소유자의 배경, 인적사항, 주소, 국적, 실질적 소유의 성격, (ii)
매수자금의 출처와 금액(차용금이 존재하는 경우 차용거래 및 채권자에 대한 설명
을 포함), (iii) 매수목적(발행회사의 지배권 획득이 목적인지 여부), (iv)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증권의 수, (v) 발행인의 모든 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증권양도, 합작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관한 기타 정보 등을 보고서에 포함(미국 증권거래법 제
13조(d)(1))
- 구체적으로 보고내용은 주식대량 보유에 관한 보고서 양식인 “Schedule 13D”에 따
라 작성되어야 하며(SEC Rule 13d-101)19) 경영참가 목적의 “일반투자자”의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① 제1항(Item 1): 발행회사 및 증권의 내용(Security and issuer) → 취득한 지분증
권의 종류와 그 주식의 발행회사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 주소를 공시
② 제2항(Item 2):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배경(Background and identity) → 보고자
의 성명 또는 일반 파트너십, 제한 파트너십, 신디케이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원 또는 구성원, 사원이나 구성원을 지배하는 자의 신원과 배경을 공시. 보
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영최고책임자와 이사,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 법인이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 등의 신원과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공시. 한편, Schedule 13D를 보고하는 자가 법인, 일반 파트
너십, 제한 파트너십, 신디케이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조직체의 소재
지인 주나 기타 지역, 주된 영업, 본점의 주소, 과거 5년간의 형사 및 민사소추
여부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Schedule 13D를 보고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나 영업소, 주된 직업, 근무처인 회사나 기타 단체의 명칭, 주된 영
업, 종업원으로서의 민형사 소추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
③ 제3항(Item 3): 매수대금 및 동 자금의 원천(Source and amount of funds or
other consideration) → 주식의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나 대가의 출처와 금액을
공시. 매수자금의 일부라도 대부나 기타 방법으로 조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
도 기술. 중요한 것일 때에는 과거에 보고되지 않은 주식취득에 관해서도 동일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매입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9) 17 CFR 240.13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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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의 내역도 표시. 그러나 대부의 조건이나 그 담보에 사용한 저당물을
상세하게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주식취득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한 차용관계만
을 표시
④ 제4항(Item 4): 매수의 목적(Purpose of transaction) → 매수목적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증권 발행회사의 경영권(지배권) 취득을 위한 것인
지의 여부 그리고 동 회사의 청산 또는 자산의 매각,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사
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과 관련된 계획 또는 제안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기재. 그러나 이상의 행위 등에 관련된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라는 증거
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계획이나 제안을 회사에 귀속시킬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
다는 추정으로 충분함. 또한 장래의 계획을 예측할 의무는 없으며 시험적이거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미완결의 계획은 공시할 의무가 없음.
⑤ 제5항(Item 5): 발행회사의 소유지분에 관한 사항(Interest in securities of the
issuer) →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 및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내용들을 기재. 제5항 (a)에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각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와 그 비율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b)에서는 의결권의 행사나 그 지배 또는 처분이나
그 지배에 관하여 단독의 권한 또는 공동의 권한을 가지는 주식의 수를 표시할
것을 요구. 제5항 (c)에서는 당해 종류의 주식과 관련하여 과거 60일 동안에 또
는 Schedule 13D에 관한 가장 최근의 보고 이후에 형성한 모든 거래내역을 기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d)에서는 타인이 주식의 배당금이나 매각수익
의 수령을 지배할 권리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제5
항 (e)에서는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자가 갖고 있는 당해 종류의 주식의
5% 이상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종료된 날을 공시할 것을 요구
⑥ 제6항(Item 6): 발행회사의 소유지분에 관한 계약, 약정, 합의, 기타사항
(Contracts, arrangements, understandings or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he securities of the issuer) → 증권 발행회사 또는 증권과 관련하여 계약, 계획
또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제2항에 해당하는 자들 상호간 및 제
3자간에 발행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계약, 협약, 협정, 관계(법
적 관계를 불문)의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증권과 관련된 것은 증권
의 양도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되지 않음. 합작사업, 대부, 이익보증, 손익의 분
배, 위임장의 수여 또는 철회 등을 불문하고 이에 관련된 계약 등이 모두 공시되
어야 하며 예컨대, 추정되는 공개매수자와 주주 간에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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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사가 상정하는 의안에 반대하기로 하는 협약 등이 있다면 공시가 필요
⑦ 제7항(Item 7): 첨부서류(Exhibit) →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사항은 (i) 공동으로
소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련 서면계약서(SEC Rule 제13조d-1(k)
관련), (ii) 위 “매수대금에 관한사항”과 관련된 서면, 서면 계약서, 합의서 또는
각서 등, (iii) 위 “매수목적”과 관련하여 경영권 취득, 청산, 자산의 매각 또는 다
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과 관련된 서면계약서,
합의서 또는 각서 등, (iv) 위 “기타사항”과 관련된 서면계약서, 합의서 또는 각
서 등이 있음.

▶ 일정한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Schedule 13D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대신에
“Schedule 13G”에 의한 약식보고 형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여 그 의무를 완화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g 및 SEC Rule 13(d)(5))
- 기관투자자는 신원, 주소와 국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증권의 수량과 내역, 이해관계
의 내용(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g(1)(A) 및 제13조g(1)(B))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
- 이는 증권거래법 제13조(d)에 의한 보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간소화시킨 약식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Schedule 13G의 보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20)
① 발행회사의 명칭과 그 본점 소재지 주소
② 보고자의 성명, 주된 영업소의 주소 또는 거주지 등
③ 연루된 기관투자자에 대한 보고는 생략
④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추가로 Schedule 13G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현재 소유한 주식비율이 5%를 초과할 때에 실질적으로 소유한 수량, 그 비율,
그리고 보고자가 의결권 행사나 처분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의 권한을 갖는 주
식수
⑤ 보고일 현재 5% 이상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보고는 생략
⑥ 주식배당 또는 매각수익의 수령권이나 그 수령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
려진 타인의 신원
⑦ 모회사인 회사가 보고한 증권을 취득한 자회사의 신원(해당되는 경우)
⑧ 보고단체의 구성원의 신원

20) SEC Rule 13d-1(h) of Regulation 13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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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단체의 해산의 통지
⑩ 주식취득이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취득에 발행회사
의 지배권에 변경이나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다는 점의 증명

6. “보고기간”
▶ 지분증권의 실질소유자는 증권 취득 후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이 요구됨(미국 증
권거래법 제13조(d)(1)).

7. 보고의무의 “면제”
▶ 미국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5% 이상의 주식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면제시
켜 주고 있음(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6)).
- 첫째, 미국의 ｢1933년 증권법｣에 규정된 등록신고서에 의하여 공모하는 증권에 대한
매수청약 또는 취득의 경우에는 등록신고서의 제출에 의하여 지배권의 잠재적 변동
이 이미 공시된 것이므로 이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 다만 동 증권법에 의하여 등록
이 면제된 경우에는 위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둘째, 5% 이상의 증권을 보유한 자가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2% 미만의 증권을 취득
하거나 2% 이상을 취득하였어도 지분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의무
를 면제
- 셋째, 발행인이 발행하였던 증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
- 넷째, 발행인이 지배권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이나 그러한 효과가 없는 경우
로서 SEC가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경우(미국 증권거
래법 제13조(d)(6)(D))

8. 위반에 대한 제재
▶ 미국 증권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지 않고 SEC가 일
반적인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행정명령(위법행위 중지, 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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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명령)을 내리거나(미국 증권거래법 제21조(c)) 또는 법원에 유지명령, 벌금 등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동법 제21조)
- 예컨대, 미국의 SEC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 위
반자를 상대로 소정의 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보고를 하였으나 부실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정정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21)
- ｢1990년 증권집행구제 및 저가주개혁법｣(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에 따라 SEC는 위법사항이 투자자 또는 대상회사
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불공정거래 관련 여부, 부당이득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materiality)을 감안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제재금
(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금(disgorgement)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려는 자에 대하여 배제조치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22)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미
국에서는 SEC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

▶ 반면에 미국의 법원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한 경영권 다툼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며 SEC의 유지명령을 거부하는 경향도 있음
- 특정 사건에서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 위반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유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23)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명령도 허용하
지 않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24)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명시적인 제재조치와
비교하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
21) 다만, Rondeau v. Mosinee Paper Corp., 422 U.S. 49(1975)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증권거래법 제13
조(d)를 원인으로 개인이 청구하는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
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22) 임재연, 전게서, 567면 참조
23) Gearhart Indus v. Smith Int’l, Inc., 741 F. 2d 707, 715-16(5th Cir. 1984)
24) Liberty National Insurance Holdings Co. v. Charter Co., 734 F. 2d 545 (1984). 이 사건은 발행회사가
7%를 보유한 주주를 상대로 주식취득이 사기적인 보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보유주식의 처분
및 처분 전까지 의결권 제한을 청구하였지만 연방 제11항소법원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규정한 미국 증권거
래법 제13조(d)는 발행회사가 주주의 주식매각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미국 증권거래
법 제13조(d)는 순전히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보고에 대한 구제수단은 올바른 보고라고
하여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하는데 그쳤고 주식의 강제매각은 주가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과 다른 주주들에
게 불리할 것이며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다(임은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2), 1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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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량보유의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법원에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25)
[표 1] 주식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령 체계도
한국
자본시장법(제147조~제15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3조~제159조)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제17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

미국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Section 13(d))
↳ SEC Rule 13d-1(Schedules 13D, 13G의 보고)
↳ SEC Rule 13d-3(실질적 소유자의 정의)
↳ SEC Rule 3a11-1(지분증권의 정의)
↳ SEC Rule 13d-101(Schedules 13D의 내용)
↳ ...

25) Issen v. GSC Enters, 508 F. Supp. 1278(N.D. Ⅲ. 1981) (임재연, ｢미국증권법｣, 2009, 616-61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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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주요 국가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1. 일본
▶ 일본은 199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회사의 주권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대량보유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제27의23 내지 제27조의30을 신
설. 이후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去來法, 이하 ‘金商法’)’으로 개정
되어 이전의 증권거래법 조문이 그대로 승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014.5.30. 법률 제44호)｣를 통하여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의 일부가 수정되어 시행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1항에 따라서 주권, 전환사채권,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한 유가증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유가
증권을 보유한 자는 그 주권 등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내각부령에서 정
한 바와 같이 주권 등 보유비율에 관한 사항, 취득자금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및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출
- 다만,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4항에 규정한 보유주식 수 등의 총수에 증가
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
- 이때 제출처는 제출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
(지)국이며(대량보유공시부령 제19조), 종전에는 회사에도 보고서 사본을 송달하도
록 요구하였으나 2014년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은 제27조의30의6 제3항을 신설하
여 발행인에게 별도의 사본 송달을 면제시킴.26)

▶ 여기서 5%를 초과하는 대량주권 등의 “보유자”란 자기 또는 타인(가설인을 포함)
26) 홍운기·손영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가천법학 제8권 제1호
(2015. 3. 31), 1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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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로 주권 등을 소유한 자(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서 주권 등의 인도청구권
을 갖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에서 정한 자를 포함) 외에 (i) 금전의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의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지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로서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할 목적을 갖는 자, (ii) 투자
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주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
요한 권한을 갖는 자(金商法 제27조의23 3항) 등을 포함
- 따라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주권 등의 보유자는 “본인”과 “공동보유자”
(특수관계인 + 실질적 공동보유자)를 합친 개념임.

▶ 사업 지배목적이 없는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2주마다(매월 2회 이상) 5 영업일 이
내에 보고(金商法 제27조의26 1항 및 3항)
- 기관투자가라도 보유목적이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할 목적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
용되지 않고 5 영업일 이내의 보고의무가 적용
- 사업 지배목적이란 사업 활동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위
(중요 제안행위 등)를 행할 목적을 의미(金商法 제27조의26 1항)

▶ 일본에서는 감자 등으로 지분이 5%를 초과하더라도 보유주권의 총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보유주권의 총수의 증가가 오로지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인하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 조정에 의한 경우 등은 보고의무를 면제(金商法 제27조
의23 1항)
▶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상품거래법｣하에서는 정정명령에 관한 규정만이 있
을 뿐이고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반면에 벌칙 규정을 두어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또는 倂
科)을 부과(金商法 제197조의2 제5호 및 제6호)
- 따라서 주식대량 보유자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주
식의 의결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경
우에는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임.27)

27) 岩原紳作, ｢金融商品取引法セミナー｣, 2010. 234頁; 이철송, 전게논문,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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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2008년 6월 13일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으로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5% 보고서(신규보고 및 변동보고)의 미보고 및 허
위보고이며 과징금 산정방법은 미보고는 5% 보고서 제출기한의 익일종가 × 발행
주식 총수 × 10만분의 1이고 허위보고는 5% 보고서 보고일 익일종가 × 발행주식
총수 × 10만분의 1

2. 독일
▶ 독일에서는 1990년 자본시장육성법(Finanzmarktforderungsgesetz)이 제정되었고
1998년 9월 제2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Gesetz

ber den

Wertpapierhandel/Wertpapierhandelsgesetz – WpHG)이 제정되면서 유럽공동체
의 투명성 지침이 동법의 제21조∼제28조에 의하여 독일에서 국내법화 됨.
- 통지내용에는 의결권 통지(Stimmrechtsmitteilung)라는 제목, 통지 의무자의 이름과
주소, 최초 거래허가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비율, 최초 거래허가 일자가 포
함되며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에 대한 사항, 해당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이 되는 경우 의결권이 부여된 제3자의 이름(기업의 이름) 등을 포함

▶ 주주의 의결권 취득률이 발행회사의 의결권의 3%, 5%, 10%, 15%, 20%, 25%,
30%, 50% 또는 75% 경계선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주주는 이
사실을 최초 거래 후 “즉시” 그러나 적어도 “4일 이내”에 연방금융감독원
(Beundesanstalt fue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과 발행회사에 통지하
여야 함(독일 증권거래법 제21조 1항).
- 유럽공동체의 투명성 지침이 3% 선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독일이 최소 3% 선을 통
지의무 한계선으로 추가한 이유는 프랑스,28)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사법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
- 이처럼 보유 의결권 변화의 통지 의무화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투자회사들이 투자
28)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에서도 독일과 유사하게 단계별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는 자본 또는 의결권 총수의 5%, 10%, 15%, 20%, 25%, 3분의 1, 50%, 3분의 2, 90%, 95%를 취득할 때마다
회사와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프랑스 상법 제
233-7조 제1항 및 제2항)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프랑스 상법
제23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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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주목을 받지 않은 채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을 다량으로 매
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

▶ 독일 ｢증권거래법｣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주주는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통지의무자의 지분에 합산되는 특별관계인 역시 의결권
행사 불가(독일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문)

3. 영국
▶ 영국에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명의인 제도(nominee
system)와 관련하여 실질주주 공시에 관한 문제의식을 중요시 하게 되면서부터이
며 그 후 공개매수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서 입법화가 이루어짐.
- 1967년 영국 회사법은 주주의 공시의무를 도입하여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실질적
으로 보유하게 된 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3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후 1986년 영국의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사실상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
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회사법을 개정하여 3% 이상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고 사실상 1990년 5월 이
후부터 3% 이상의 주식보유를 보고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음.29)
- 이때 보고를 받은 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회사는 상장계약에 따라 보고내용을
증권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은 주식대량 보유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주식대량 보유자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권리 제한이나 형사처벌의 제
재를 받음.

▶ 이러한 제도는 영국의 자본시장 개혁을 거치면서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에서 규정하였던 주식대량보유 취득자에 관한 보고의무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2000년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을 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29) 2000년 이전의 영국 회사법(Company Act) §198 및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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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과거의 FSA)30)으로 이전한 결과 이제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공시 및
투명성 규정｣(Disclosure and Transparency Rules; DTR)의 제5장(Chapter 5)에
서 규정
▶ 현재 영국에서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보유주식이 최소 3%부터 4%,
5%, 6%, 7%, 8%, 9%, 10% 및 이후 1%마다 100%까지 (영국 외의 발행회사인 경우
에는 5%, 10%, 15%, 20%, 25%, 30%, 50% 및 75%까지) 단계별로 주식의 취득 또
는 매각 시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내용을 발행회사(issuer)에 통지(DTR 5.1.2)
- 동조는 유럽공동체의 ｢투명성에 관한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TD)31)의 제9
조 (1)항 및 (2)항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규정

▶ 주식대량보유 보고는 취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영국 외의 발행회
사인 경우에는 4일 이내에 통지(DTR 5.8.3)
▶ 영국은 최소 3% 기준의 보고 시 당해 지분을 가진 자가 직접 공시를 하는 것이 아
니라 당해 보유내역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를 시장
에 공시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4. 비교법적 고찰
▶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식을 대량보유하는 자가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주식대
량보유 보고제도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제도 도입의 목적은 공개매수를 행하려는
자가 사전에 비밀리에 지분을 증가시켜 회사와 시장에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을
방어하려는데 있고 한편으로는 내부자거래를 억제시키는 기능도 존재
▶ 영국과 미국이 특히 주식대량보유 주주의 보고의무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공개매수가 국내에서 활발해진 점을 들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
가들은 증권관련 특별법을 통하여 주식대량보유에 관한 보고 의무를 규정
▶ 보유비율에 대해서도 각국의 비율기준이 상이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경
30)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 따라서 2013년 4월 1일부터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이전되었다.
3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3(No. 2013/50/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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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같이 5%의 단일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영국과 독일 등의 유
럽 국가들은 3% ~ 100%까지 단계별로 다수의 보유비율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 이는 각국의 M&A 관련 법제상의 차이 또는 경제환경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유럽국가들은 유럽공동체의 투명성 지침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각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의 상호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증권거래법
(SEA) §13(d)(1)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증권거래법
(WpHG)
제21조 1항

공시 및 투명성
규정(DTR)
Chapter 5

보고 대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3%~75%

3%~100%

보고의무자 보유자

실질적 소유자

보고 근거

자본시장법
제147조

보유자

소유자

보유자

보고기관

금융위원회 및 거
증권거래위원회
래소(회사에 사본
(SEC)
송부)

재무(지)국
(회사에 별도의
사본 송달 면제)

연방금융감독원
(Bafin) 및 회사

회사

보고기간

5일 이내

5일 이내

즉시 또는 적어도
2일 이내
4일 이내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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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고제도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1. “보유비율”과 “보고기간”의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
▶ 우리나라의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의 보유비율과 보고
기간은 1991년 12월 31일 증권거래법 개정 시 처음부터 도입된 기준으로서 지난 25
여년 동안 동일한 보고기준을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악용하
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준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를 검토

1) 보유비율의 인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 반면에 우리가 제도
도입 시 고려하였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요 국가들은 주식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에서 요구하는 주식보유비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가고
있음.
- 미국은 제도 도입 시 최초 10% 이상이라는 보유비율에서 이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
하여 5% 이상의 보유비율 기준으로 규제를 낮추어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
도 처음부터 5% 이상으로 그 보유비율 기준을 설정하여 유지
- 이외에 주로 유럽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처럼 획일적인 보유비율 기준 대신에 단계별
보유비율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은 3% 이상부터 100%까지(1990
년 5월 이전에는 5% 이상) 독일은 3% 이상부터 75% 까지 보유비율을 단계별로 설정
하여 보고하도록 요구
- 더욱 낮게 보유비율을 설정한 경우로서는 이탈리아의 경우 2% 이상을 보유하면 공
시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상법｣(Code de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의결권주의 5%, 10%, 15%, 20%, 25%, 3분의 1, 50%, 3분의 2, 90%, 95%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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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하면서 동시에 각 기업이 정관을 통해 주주가 기업에 알려
야 할 주식보유 한도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0.5% 부터 2% 사이에서 보유비율의 기준을 설정32)

▶ 이러한 보유비율 기준의 설정에는 달리 특별한 설정 이유가 없으나 주식의 보유가
고르게 분포된 서구의 공개시장구조 하에서 5% 또는 그 이하의 기준 정도는 기업
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값으로 인식
- 우리나라의 5% 기준 역시 특별히 기준선을 설정할 만한 상황이나 배경이 존재한 것
은 아니고 제도의 도입 시에 미국과 일본33)의 제도를 검토하면서 동일하게 5%의 보
유비율 기준을 설정
- 다만 5% 기준은 경영권의 이전이나 적극적 경영참여에 충분한 지분율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시된 정보를 통해 개별 투자자와 회사 경영진, 기존 대주주가 주식대
량 보유자의 향후 행동을 분석하고 예상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의 보유비율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 도입 시부터 5%의 기준을 유지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역시 보유비율을 최초 10%에서 5%로 인하 하였다는 점과
영국도 최초 5%에서 최소 3%로 인하 하였다는 점,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보유비율의 기준을 최소 3% 또는 그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크며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개별국가마다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지만 대체로 3% 이하의 보유비율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유비율의 기준 설정은 과연 주식의 대량취득자가 최소 어느 정도의 주식 취득으
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의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비율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사실 기업별 소유구조가
다르고 주식 취득이 단순 투자목적인 점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준을 획일적
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음.
32)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 Article L. 233-7(1). 프랑스 상법은 또한 프랑스의 기업들이 최소 자본
또는 의결권주의 0.5% 이상으로 하여 회사 정관에서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프랑스 상법
Article L. 233-7(4)) 대체로 많은 기업들은 주주가 0.5% ~ 2% 이상을 보유하면 이를 기업에 알리도록 정관
에서 정하고 있다.
33) 일본에서 5%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일본의 상장회사의 주식 등의 보유구조에서 적어도 5%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 회사의 지배관계나 주가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법
제정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대체로 5%의 실질적 보유를 신고의무의 기준으로 하는 점,
내부자거래규제에 있어서도 발행주식 총수의 5%의 주식 등의 매집행위를 중요 사실로 파악하는 점(금상법
제167조 제1항, 금상법시행령 제21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한다(松尾直彦, 金融商品取
引法, 商事法務, 2014, 273~274頁); 홍운기, 손영기, 전게논문, 1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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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국의 대부분 국가에서 목격되었듯이 주식 보유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적인 투자자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거의 보유비율보다 더 낮은
비율의 주식보유만으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하거나 또는 회사나 기존주주
들의 충분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보다 현실적인 시장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보유비율 5%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추어 3%의 보유비율의 설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5% 보유비율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의 보유비율
을 갖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고 있으며 우리가 제도 도입시 모델로 검토한 미국에서
조차도 이미 지난 1970년 윌리엄법의 최초 10% 보유비율에 대하여 당시 5%의 보유
비율만으로도 기업지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의하여 5%까지
인하시킨 바가 있으며 계속 비유비율의 하향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34)
- 또한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등에 있어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두고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2항) 3% 정도의 비율을 보유하여도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더욱이 사외이사인 감사
위원을 두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3%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속
한다는 것은 명백함.

▶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5% 또는 3%의 획일적인 기준은 투기자본의 투기전략에 의
하여 잠재적인 악용의 우려가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유럽의 국가들과 같
이 보유비율을 낮추면서도 최소기준부터 단계별로 보유비율 기준을 설정하여 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실익이 있음.

2) 보고기간의 단축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식대량보유 후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 이러한 보고기한에 대하여 역시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움직임이 외국
에서도 강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투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기
간의 단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Wachtell, Lipton, Rosen & Katz, “Petition for Rulemaking Under Section 13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March 7, 2011),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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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보다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
고 있으며 특히 보고기한을 더 단축하고 실질적소유자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목소
리까지도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음.35)
-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의 공시규정은 현
재 보고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지배의 잠재적인 변동 가능성
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주식시장이 중요한 정보를 모
르고 있는 10일간의 기간을 이용하여 주식대량 취득자가 보고기간 이전에 현재의 규
정을 피해가는 투자기법을 발휘하여 제도의 남용과 시장교란을 지속적으로 발생시
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10일의 보고기간과 5%에 달하는 시간 사이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주식취득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36)
- 이에 대하여 미국의 SEC 역시 일명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n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766조(e)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서 현재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검
토 중에 있음.37)
- 또한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기업의 공시 및 보고 등의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서 과거 10일의 기간은 보다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도 제기되고 있음.38)
- 이러한 이유로 이미 지난 2004년 회사의 다른 공시제도인 Form 8-K 보고에서는 이
전의 15일에서 “4일”로 단축되기도 하였고39) 또한 회사의 임원, 이사 및 10%의 주
주의 보유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요건에서는 “2일” 이내로,40) 2000년 Regulation FD
의 제정 시에는 발행회사에게 “동시에(simultaneously)” 공시할 것을 요구41)
35)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1; Yin Wilczek, “Shortening of Disclosure Period for
Beneficial Owners”, Corp. Coun. Wkly., (Feb. 16, 2011)
36) Advisory Committee on Tender Offers, “SEC Report of Recommendations”, July 8, 1983, reprinted
in Fed. Sec. L. Rep. (CCH) No. 1028 (Extra Edition) 22; Andrew Ross Sorkin, “Big Investors Appear
Out of Thin Air”, N.Y. Times, (Nov. 1, 2010)
37) Joshua Gallu, “Secret Coporate Raids to Get Harder under SEC Rule Change”, Bloomberg, (Fcb. 22,
2011)
38)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3
39)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File No. S7-22-02), (Mar. 16, 2004)
40) Ownership Reports and Trading by Officer, “Directors and Principal Security Holders”, Release
Nos. 34-46421, 35-27563, IC-25720(File No. S7-31-02), (Aug. 27, 2002)
41)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Release Nos. 33-7881, 34-43154, IC-24599(File No.
S7-31-99, (August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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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에서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의 보고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는 동조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반면에 이로
인한 부작용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견해
도 역시 존재42)

▶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주식대량 보유의 보고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경우에는 5%의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할 것을 요구(호주
Takeover Panels Guidance Note 20)
- 영국도 3% 이상 등의 단계별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할 것을 요구(영국
DTR Chapter 5)
- 독일은 “즉시(immediately)”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적어도 “4일” 이내에 보고하도
록 요구(독일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 WpHG) 제4편 제21조 ~제30조)
- 홍콩은 “3일” 이내의 보고를 요구(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Part XV)43)

▶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기한을 단순히 5일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4
일째 되는 날까지는 “단순투자”로 기입하였다가 5일째 되는 날에 정정보고를 통하
여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정정한다면 그에 따른 규제인 냉각기간이 적용되어
의결권행사는 일정기간 제한받겠지만 근본적으로 회사나 투자자보호에는 미흡한
결과가 발생44)
▶ 따라서 주식대량보유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전문가이거나 해외 전문펀드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주식취득에 따르는 보고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이를 며칠간씩 보고기간으로 인정하여 달리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을 것임. 더욱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다
면 우리나라의 현재 5일 이내의 보고기간도 더 단축시킬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음.

42) 대표적으로는 Lucian A. Bebchuk, Robert J. Jackson, Jr., “The Law and Economics of Blockholder
Disclosure”, 2 Harv. Bus. L. Rev.39(2012)
43)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4
44) 물론 우리 법원은 고의가 있는 한 그 정정보고가 5일의 기간 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4. 3. 26. 결정 2004카합809).

40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2. 보유목적과 보고내용의 개선 필요성 여부
1) 보유목적의 판단과 보완
▶ 우리나라의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지난 2005. 1. 17 개정된 증권거래법 이
후부터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
도록 하였고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보고내용을 차등화 하여 경영참
가 목적의 일반보고와 단순투자 목적의 약식보고로 이원화된 보고형식을 도입하고
있음.45)
▶ 또한 보고의 내용도 미국의 일반보고인 Schedule 13D 및 약식보고인 Schedule
13G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
반)>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서
식> 제4항의 보유목적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기재
할 것을 요구
- 그러한 사유로는 (i)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ii) 이사회 등 회
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iv) 회사의 배당의 결
정, (v)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v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vii)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viii)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ix)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x) 회사의 해산 등을 포함
- 또한 보유목적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 호의 열거된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제안 등을 할 경우 그러한 계획
및 제안의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

▶ 경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실상 영향
4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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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추상적으로
표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이를 제3자가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46) 궁극적으로 보고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
- 그러나 만일 “단순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주총회에 참석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보호되는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주주가 “단순투자의 목적”으
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10가지의 중대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서 당연히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임.
- 문제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 자체가 경영관련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이며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주주로서의
경영참가로 볼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위의 사항과 관
련된 내용을 주장하거나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음.

▶ 따라서 단순투자자가 위에 예시된 행위를 하는 것이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보고자의 판단에 달려있고 오로지 “적극적 혹은 비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판단기준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쉬
운 상황임.
-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경영참가 목적을 확대해석하여 경영참가 목적은 그 목적이
확정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
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 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 목
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47)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영참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보고제도를 악용
하기 위하여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하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그 반대로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
- 실제로 전체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가운데 43.8%가 <약식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보고제도가 악용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
임.48)
46) 임은애, 전게논문, 64면
47)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4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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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냉각기간을 확대 적
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본시장법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취득하거나(신규보고)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는 경우
에는(변경보고) 보고사유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 등의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냉각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50조 2
항) 만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에는 냉각기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를 악용하여 단순투자 목적으로 가장하거나 또는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보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하고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한 경우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 실제로 2015년 최근 XXX 社가 자사 임원을 5% 이상 대량지분을 보유한 YYY 社에
사외이사로 파견하고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YYY 社의 10.19%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유
목적의 허위보고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49)

▶ 미국에서는 지분증권의 보유비율 20% 이상을 보유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보유목
적과 상관없이 보고특례가 제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냉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보고사유 발생시점부터 보고한 날 이후 10일까지 주식 등의 추가 취득 및 의
결권 행사 및 지시 등이 금지됨(SEC Rule 13d-1(f)(2)).
▶ 따라서 보유목적에 상관없이 냉각기간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냉각기간이 무력화되
는 기간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5%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2) 대량보유자의 자금조성 내용과 보완
▶ 우리나라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로 구
분하여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기재할 것을 요구
49) 연합뉴스, “사외이사 파견 … 5%룰 위반”,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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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자금
에 대한 구체적 조성경위 및 원천(취득예정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포함)을 기
재하도록 요구
- “자기자금”의 경우에는 각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출자(현물출자, 투자회사(펀
드)의 출자금 포함) 또는 증자, 근로소득, 자산매각, 투자이익, 상속, 증여 등 자기자
금이 형성된 조성경위 및 원천(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예금한 경우 등은 제외)을 기재
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자(실제 차입계약 당사자), 차입처[개인인 경우에는
보고자와의 관계(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기타 개인)를,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차입금액, 차입기간,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 및 담보제공 주식 수
등 담보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각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주
식 등을 상속, 수증 등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
구
- 이와 같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으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자금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경영자와 기존주주의 관심대상인 자금조성의 내역에 대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단순히 조성경위와 원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
고 실제 어느정도의 구제적인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음.
- 이로 인하여 자금조성 내역에 대하여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여도 보고자는 ｢기업공
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투자자
의 투자판단의 자료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외국계 펀드의 경우에는 복잡한 자금구성 때문에 더욱 그 상세한 자금내역이
제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아예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작성기준상의 자금내역에 관한 구체적 서술이 실제 제대로 지켜지
지 않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기관 역시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며 보고제도의 감독실무에서 보다 충실한 제도운영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이 필요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는 달리 간단한 답변이나 단순한 자금출처의 서술이 있
는 경우에 대하여 정정보고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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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지만 구체적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운영의 모습임.
- 미국의 경우에도 Schedule 13D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금내역에 관한 설명을 요
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금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자금조성 내역까
지 밝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자금 조성내역의 설명을 비교적 감독당국이 현장
실무에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자금내역의 서술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
는 편이고 기업과 기존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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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대량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
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고기준의 내용과
제도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외국의 동일 제도의 동향을 참고하
여 다음의 개선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을 현재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투기전략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주식보유비율 기준을 보다 낮추어 가고 있음을 주목하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을 5%에서 “3% 이상”으로 낮추거나 또는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보유비율을
낮추면서도 최소기준부터 단계별로 보유비율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후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
보고가 이미 시행중이고 외국의 기간단축 움직임에 발맞추어 보고기간을 “2일 이
내” 또는 “3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경영참가 목적의 “일반보고”와 단순투자 목
적의 “약식보고”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경영참가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순투자 목적의 약식보고를 하는 경우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보고
자의 판단에 달려있고 이를 오로지 “적극적 혹은 비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판단
기준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의 냉각기간을 확대 적
용할 것을 제안하며, 따라서 보유목적에 상관없이 냉각기간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냉각기간이 무력화 되는 기간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5일 전부
터 주주총회 전까지 5%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법률이 정한 내역을 기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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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
흡한 바, 예컨대 보고서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
으므로 보고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정정보고 요구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감독을 제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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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별첨: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제2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
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
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
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
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0조(위반 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
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4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 제1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
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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