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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9:30~10:00

내

용

등 록

10:00~10:10 개회사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발표 및 토 론

10:10~10:30

주제

“기업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일본 산활법의 시사점”

발표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 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토 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30~11:30

종합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가나다 순)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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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에 대한 토론문

김 정 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1. 한국 기업들의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 불황 및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과거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제조업과 건설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매출 부진과
이익률 급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가자면 부실해진 사업 또는 기업들을 정리해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
규모 기업부실로 인한 국가적 경제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고자 하면
기업들이 유연하게 새로운 위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변화의 구체적 모습과 제도적 장치들
위기를 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는 합병(중복 기능 해소
및 시너지의 추구), 매각(부실 사업 처리 및 핵심 사업에 집중), 기업 또는 사업 인
수(새로운 분야 진출 또는 기존 사업과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 추구), 새로운 기업
또는 사업으로의 진출 등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기업은 흥망성쇠를 겪어왔는데, 그 때는 산업합리화
등 행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실이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대규모의 부도 사태로 이어졌고, 부도가 났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인 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관리(법정관리)와 은행관리(워크아웃)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률 제도 역시 부도가 났거나 실질적 부도에 직면한 기업
들을 처리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주력 업종 기업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자면 부도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의 법률 제도들은 그와 같은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만든 제도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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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적 법률에서 허용적 법률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입법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다. 그러한 가
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한국 상법의 조항들이
미국(예를 들어 델라웨어주 회사법) 보다 많은 강행 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주주에 의한 사후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과거에는 규제지향적 상법 규정
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엘리엇 매
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합법적으로 결의된 구조조정에 대해서조차 소액주주의 이익을 주장하는 일이 가
능해졌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회사법은 기업들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도록 허
용해주고, 소액주주들에게 부당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스스로의 소송에 맡
기는 것이 더 낫다. 규제위주의 조항들에 의해서 부당한 결정이 걸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주주에게 좋은 결정이 무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소액주주가 스스로
보호할 무기를 갖추게 된 상황에서 기업관련 법들을 가급적 기업의 새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시킬 필요가 있다.

4.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에 대해서
(1) 특혜논란 --> 정상화와 활성화 방안이다
기업의 사업재편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은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사업재편에 대해서 필요한 조
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사업재편을 막고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의 내용들은 대부분 정상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제고 또는 정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라
기존의 법률안은 과잉공급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급과잉분야란 쉽게 말
해서

해당 산업 내 기업의 부도가 임박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 산업에서 사업재편

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그런 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산업도 선제적 재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장산업도 더욱 성장하
기 위해 재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을 재편활성화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3) 상법상의 사소한 절차 규정들 --> 각 회사의 정관에 맡기라
주총 소집 공고 기간, 재무제표 공시 의무 기간,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같은 사
소한 절차들은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하기보다는 큰 원칙만 규정하고(예를 들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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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기간 동안 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 절차와 기간은 각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
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그 규정들이 상법이 규정할 큰 원칙을 위배한 경우
라면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투자자들의 소송 등을 통해서 시장에 의한 견제가 이
루어질 것이다.
(4) 지주회사 투자 규제 --> 규제를 폐지하라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로 경영권이 유지되는 체제에 비해 지분구조가 투명해
서 국가가 장려해왔다. 장려의 대상이려면 지주회사 체제를 취했을 때의 이익이 있
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손자회사가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증손
회사를 만드는 등의 행위 등은 오히려 다른 형태에서는 규제당하지 않아도 될 규제
를 당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역시 순환출자된 기업들의 실제 부채
비율(연결재무제표 기준)보다 심하게 규제된다. 지주회사의 취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투자자들이 평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지주회사의 출자상황, 부채비율 같
은 것도 법률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기업결합 심사 --> 간소화하라
기업결합 심사는 독점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과잉공급 산업의 경우 독
점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덤핑을 막기 위한 사업재편이 일반적이다. 또 시
장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적 공산품 산업의 경우도 국내에서의 기업
결합이 독점력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경우가
더 많다. 기업결합 심사를 엄격하고 장기간 함으로써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시장에
서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
적으로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6) 특별법 --> 개별법의 개정
특별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어 이 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법률의 적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게 된다. 결국 사업재편이 정부의 허가제로 되는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요건이 되면 이 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허용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만 허가를 통해서 적용받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에 들어갈 내용들이 모두 개별법의 해당 조항 개정으로 이어
져서 특별법이 필요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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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지 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전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하여 (가칭)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아래에서는 귀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제로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함.

1. 합병 및 분할합병 시 인정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개요

○

합병에

반대하는

시점에서

반대주주의

일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확정되고

그

이후

행사가격이

사정변경이

이사회

고려되지

결의
않아,

합병당사회사가 의사결정 이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되고,
반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야기함.
□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③ 법 제 165 조의 5 제 3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 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 일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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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 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 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 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 176 조의 5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가격

□
○

문제점
이사회 결의 후 매수청구권 행사 종결일까지 (통상 2 개월에 이르는 기간이며,
합병에 관계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4-5 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합병

사정변경으로

등

중요

인한

조직변경

주가변동이

이외의

시장상황,

반대주주의

천재지변

주식매수청구권

등

중요

행사가격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상황 변경에 따른 주가변동에 의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좌우되게 됨.
○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됨. 통상적인 합병 거래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합병거래의 해제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해제사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거래종결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며,
합병결정 이외의 우연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음.
○

이를 합병 당사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합병 공시 후 3~5 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상장회사에 대해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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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측면에서는 이미 시장이 개설되어 있어 해당 합병 등에 반대할
경우

언제든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병결의시점까지의 주가흐름을 보고 시가가 높으면 시가에 매각하고, 시가가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투자에 대한 ‘보험’ 내지
‘풋옵션’처럼 활용되고 있음. ‘탈퇴의 자유보장’이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제도인정 취지에 비추어 소수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장으로 보임.
□
○

과거 개정 노력
2009. 2. 4.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5 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가격산정

규정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격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이전이나 직후에
소유하게 된 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회사가 합병 등 결정 이후 그 밖의 중요
사정변경으로 인한 주가변동에 따른 거래종결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위험은
상존함.
□
○

개정 방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등의 결정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주식의

매도가

가능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지배 합병 등 구조조정 이후 주주 지분 처분 시 과세 규제

□
○

개요
현행 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포괄적교환(이전)의 경우 각종
과세특례가 주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분을 1/2
이상 처분 시 당초 지배주주의 과세이연되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 법인에 대하여 까지 구조조정 시점의 미실현
평가차익을 일시에 법인세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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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의 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
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
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
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
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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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
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
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

문제점
합병, 분할, 포괄적교환(이전)의 당사 법인의 지배주주가 이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는 시점에 처분하는 지분율 만큼 비례하여 어차
피 당초 과세가 이연되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무상
불이익이 있음.

○

그런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합병, 분할, 포괄적교환(이전)의 결과로서 법인 간
에 이전되는 자산의 미실현 평가손익 (동 시점의 장부가액 대비 시가와의 차
액을 말함)에 대해서도, 당사법인의 지배주주가 향후 2~3년 이내에 자신의 지
분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일시에 당사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하
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미실현 평가손익은 어차피 해당 자산을 당사 법인이 향후 처분하
거나 사업에 공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실현되어 과
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일시에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면 당사 법인에게 막대한 금액
의 법인세 부담을 초래하게 됨.

○

또한, 당사 법인의 지배주주가 지분을 처분하게 될 것인지는 지배주주의 의사
에 달려있는바 2대주주 또는 기타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
처분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실(막대한 법인세 부담에 따른 주식평가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포괄적교환(이전)을
실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개선방안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적격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포괄적교환(이
전)의 당사 법인의 지배주주가 이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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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혜택을 유지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 및 추가적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소유 비율 규제

□
○
□

개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함.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8 조의 2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호 생략)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문제점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요건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경제력 집중
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것이나, 사업의 구조조정, 업종전문화, 외자유치 기타
M&A거래를 위해 손자회사의 출자가 합리적인 수단인 경우가 종종 있음.

○

특히, M&A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
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증
손회사 규제로 인해 투자대상회사의 손자회사, 증손회사 지분을 100% 취득하
거나, 전부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M&A거래에서 지주회사
계열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M&A를 실행하는 것에 커다란 제약이 됨.

○

지주회사 체계에 속한 이상 자회사가 지분구조상 지주회사로부터 몇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출자나 행위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 논리적 근
거도 충분히 않음. 자회사인지 손자회사인지 등 지분구조 단계에 따른 기계적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거래의 필요와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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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
○

과거 개정 노력
2014. 3. 11. 시행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한 요
건을 갖추어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외국인투자
자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법인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

개선방안:
증손회사 100% 소유제한 규제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적격 사업재편의
경우에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요건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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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일본 산활법의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손 영 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0.8%에 그쳐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에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
았다. 특히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메르스의 경제에 대한 여파도 커서 수출과 내
수시장이라고 하는 경제의 양대축이 더욱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업경쟁력 제고 차
원에서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일정한 인세티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이
른바 원샷법으로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
법은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기업의 사업재편(M&A 등)에 대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애로점을 제거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
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내
외적으로 업력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들은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유
지해왔다는 사실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1)
지난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합 지원하는 법률 제
정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고,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
다. 이하에서는 발표자의 글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대한 일괄지원법으로서의 기업
활력제고특별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이하 산활법이라
약함)상의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기업활력제
고특별법상의 인센티브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상의 미비한 점이나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상시적 사업재편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
라 기업들의 사업재편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는 현행 워크아웃·기업회생제도 등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부
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치우쳐 있어 정상적인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한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개별법령에 사업재편 지원수단이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서로 연계 운
영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선뜻 사업재편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강석구, “[발언대] 사업재편 지원제도 마
련 서두르자”, 서울경제 오피니언,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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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산활법상의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1. 개요
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의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은 1999년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본은 1999년에는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하
면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각종 특례·지원 등의 혜택을 줬다. 이 법은 기
업의 과소 투자, 산업 내 과당경쟁, 정부의 과잉 규제 등의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
점이 맞춰졌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취득
세 경감,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
다. 실제로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있었지만 원샷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깔려 있었다는 평가가 높다.2)
2. 산활법상의 인센티브제도
(1)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
산활법상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기업의 제안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을 실행
하는 2개의 새로운 제도(기업실증 특례제도 및 회색지대 해소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의욕 있는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1) 기업실증 특례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① 기업들이 규제의 특례조치를 제안, ② 사업규제 소관 두
장관이 협의하고 특례조치를 창설, ③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계획
의 인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그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순
을 밟는 제도이다.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현행 규제가 목적으로 하는 안전성 등의
확보를 현행 규제가 다른 방법에 의해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제의 특례조치를
사업자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3)
조문상은 제8조에서 새로운 규제의 특례조치의 요구에 대해서, 제10조 및 제11조
에서 신사업 활동계획의 인정 등에 대해서 다시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제의 특
례조치의 재검토 및 규제개혁의 추진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이혜미, “원샷법 모델 일본 자발적 구조조정에 세금경감‧규제예외 적용”, bridge경제, 2015. 5. 31.
3) 高木悠一/尾坂北斗/石曽根智昭/小林味愛,“産業競争力強化法の概要とその狙い”, 「商事法務」(商事法務研究
会,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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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색지대 해소제도
회색지대 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입각해서 미리 규제의 적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4) 즉, 회색지
대 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분야에서, ① 기업이 사업계획의
적법성 확인을 신청, ② 사업 소관 장관을 통해서 규제담당 장관에게 조회하여 확
인, ③ 안심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사업개시 후의 규제당국 또는 이해관계자와
의 분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문상으로는 제9조에서 적법성 확인이, 기업실증 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신사업 활동계획의 인정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회색지대 해소제
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이 25건의 신청을 수리하여, 그 중 24건에 대해
서는 이미 사업자에 대하여 회답을 실시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약국 등에서 이용
자가 스스로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 간이검사를 하고 이용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
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자기채혈하거나 사업자가 혈액검사 결과를 통
지하는 것이 "醫業(의료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할 기회를 가깝게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건강장수사
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5)
(2) 산업의 신진대사의 촉진을 위한 조치6)
정책의 큰 지주로서 (1)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2) 대담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세
계를 향한 사업혁신을 촉구하는 조치, (3) 리스크가 높은 첨단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구하
는 업종 횡단적 지원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 대담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세계를 향한 사업혁신을 촉구하는 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세계를 향한 사업혁신을 촉구하는 조치
산업의 과당경쟁·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강한 사업
창출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등의 사업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있는 뛰어난 사업·기술·인재 등의 경영자원을 적출하거나 통합하고 시너지효과를 발
4) 柿沼重志/中西信介, “産業競争力強化法の概要と国会論議の整理～期待される産業競争力強化法の効果的な運
用～”, 「経済のプリズム」 No. 126(2014. 3), 14面.
5) 経済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の施行から1年
～アベノミクスの効果 続々と、好事例をご紹介～”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9002/20150129002.html>.
6) (1)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과 (2) 산업의 신진대사의 촉진을 위한 조치 이외에도 (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활력재생,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타 조치 등이 잇는데, 이에 대한 상세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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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 조기에 과감하게 사업재편을 결단하도록 국가가
세제7) 및 금융, 또는 회사법의 특례 등 각종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조문상으로는 우선, 제2조 제11항 및 동조 제12항에서 "사업재편"과 "특정 사업재
편"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사업재편"은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생산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이며 ① 사업구조
의 변경(예 :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및 ② 사업방식 변경(예 :
신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새로운 역무의 개발 및 제공 등)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특정 사업재편"은 "사업재편 중 2 이상의 사업이 각각 경영자원을 유효
하게 조합하여 일체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2 이상의 사업자의 각각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른바 커브 아웃
(Carve out : 사업분리)8) 등이 해당한다.
다시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업재편계획" 및 "특정 사업재편계획"의 인정,
변경의 인정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9) 제28조에서는 사업재편계획 또는 특정 사
업재편계획의 인정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의 정합성을 확보
하는 것이 조치되고 있으며, 제29조부터 제49조에서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업재
편에 있어서 강구되는 회사법상 특례(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원활화10)나 검사역11)의
검사면제 등) 및 금융지원(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이
나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2스텝 론(2단계 융자)12)등의 각종 지원 조치
7) 『민간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개정 대강(民間投資活性化等のための税制改正大綱)』에서는 법인세의 우대조
치로서 사업의 분리·통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출융자액의 7할을 한도로 손실준비금으로 적립, 손금산입할
수 있는 “손실준비금제도”의 창설 및 등록면허세의 부담경감조치(예를 들면, 회사설립 또는 증자의 경우 자
본금액의 0.7%→ 0.35%) 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제186회 국회에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각의결정된 「소
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閣法 제7호)에서는 인정 벤처펀
드에 출자를 하는 기업이 출자액의 8할을 한도로 하여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고 있다.
8) 「스핀 오프」는 모회사의 일부 사업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
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에 이용된다. 사업의
성장성이나 사업 사이클 등의 측면에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는 부분을 분리하는데, 미국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스플릿 오프」는 이는 분리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커브 아웃」은 모회사의 일부 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이를 IPO(신규 주식공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회
사의 일부를 (곡선으로) 떼어 낸다는 뜻이다. 기업의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조달 및 자본제휴할 때 이
용된다.
9) 종래 산활법의 4계획(① "사업 재구축계획", ② "경영자원 재활용 계획", ③ "경영자원 융합계획", ④ "자원생
산성 혁신계획")은 "사업재편계획"과 "특정 사업재편 계획"의 2계획으로 통합되었다.
10) 회사법상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그 종류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주식)
을 이용하여 완전자회사화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에 의해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공개매수의 결과 대상회
사의 총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완전자회
사화를 실시할 수 있다.
11)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를 행하는 경우에 재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이 선임된다.
12)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사업재편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를 행하는 지정금융기관에 대
하여 재정투융자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추진하는 계획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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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50조에서는 "정부는 사업자에 의한 사업재편 실시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품 또는 역무의 수급동향 또는 각 사업 분야가 공급과잉
구조에 있는지 여부 기타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면 산업의 신진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조사를 행하고, 사업재편을 촉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13)
또 제135조에서는 고용안정 등에 관해서 "국가 및 사업재편 등을 실시하는 인증
사업자가 실업예방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일본의 경제를 재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업을 중장기
에 걸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게, 지속적 발전의 궤도에 올리기 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시책으로서 "산업활동에서의 신진대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사업재편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업재편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사회 전
체의 경영자원의 유효활용을 통해서 일본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해야 할 기업의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
로 하는 사업활동에 대해서,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하고, 인정
을 받은 계획에 대해서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1) 사업재편에 관한 지원 인센티브제도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조치는 아래와 같
다.14) 계획에 따라 지원조치에 차이가 있다.

13)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타미 히로유키(伊丹敬之)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교수는 의견
진술에서 "제50조에서 시장구조 조사를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최대의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조사만으로는 아마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산업의 재편성의 산파역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쪽에서는, 정부에게 젓가락질까지 지시받고 싶지 않다는 식의 반대론이 있음을 안 후에,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第185回 国会参議院 経済産業委員会 会議録
第７号(2013. 11. 18), ２面). 한편,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은 "원래 정부가 "과잉이
다"라고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과잉의 해소가 과점을 초래하고, 소비자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
과당경쟁에 빠진 것은 극진한 공적 금융 등의 보호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정부의 개입으로 당연히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의문은 끝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朝日新聞」, 2014. 1. 21).
14) 経済産業省 産業再生課,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2014. 1. 20,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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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재편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
지원조치

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촉진세제(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조특

√

√

√

√

√

√

√

√

√

현물출자의 원활화 법 제29조, 제30조

√

√

조직개편의 원활화 법 제32조

√

해당 없음

주식병합의 원활화 법 제33조

√

√

자사주식을 대가로 공개매수의 원활화 법 제34조

√

해당 없음

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원활화 법 제35조

√

해당 없음

사업양도시의 채권자의 간주동의 법 제36조

√

√

연구조합의 조직변경의 원활화 법 제31조

√

√

LPS의 외국주식 등 취득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37조

√

√

√

√

등록면허세의 감면 조특법 제80조 제1항
채권포기시의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
지정금융기관의 장기·저리의 대규모 융자 법 제39조

금융지원

필요한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독) 중소기업기반 정
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법 제38조

회사법

민법
연구조합법
LPS법
독금법

계획

해당 없음

법 제55조의 3 제68조의 43의 3
세제

특정사업재편

기업결합시의

주무장관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협의 법 제28조

1) 사업재편촉진세제의 개요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인증사업자는 주식가격의 하락 또는 채권의 하락에 따른 손
실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주식 등15)의 취득가격에 대해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
당 사업연도에 소득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립한 준비금은 원칙, 적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균등액을 허물어 소득의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16)
2) 등록면허세의 감경

15) 특정주식 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취득하는 특정업체의 주식(출자를 포함).
① 설립 또는 자본금의 금액 등의 증가에 따른 금전의 불입, ② 합병, ③ 분사형 분할, ④ 현물출자.
2. 특정업체에 대한 대부금에 관한 채권.
16) 이 세제는 2013년 1월 20일(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인정을 받은 계획에 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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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이나 회사분할, 출자의 수입
등을 실시할 때에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17)
<표 3>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경조치
조세특별조치법

특례

경감률

회사의 설립, 자본금의 증가

세율
0.7%

0.35%

0.35%

합병

0.15%

0.1%

0.05%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합병)

0.7%

0.35%

0.35%

분할에 의한 설립 또는 자본금의 증가

0.7%

0.5%

0.2%

제80조 제1항
1호
2호
(괄호 쓰기의
부분)
3호

통상의

조치의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의

토지

1.5%*)

1.6%

없음

취득

건물

2.0%

1.6%

0.4%

2.8%

2.3%

0.5%

부동산

0.4%

0.2%

0.2%

선박

0.4%

0.3%

0.1%

부동산

2.0%

0.4%

1.6%

선박

2.8%

2.3%

0.5%

4호(매매)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
5호

합병시

6호

분할시

*) 2017년 3월까지 경감조치(조세특별조치법 제72조)
3) 회사법의 특례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특정사업재편계획은 1과
3만 이용 가능).
(가) 현물출자의 원활화
회사 설립 시, 신주 발행 시, 신주예약권 행사시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검사역의 재산가액 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나) 조직개편의 원활화
사업자·특정 관계 사업자(사업자 및 그 100% 자회사에 의해서 그 의결권의 3분
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간, 특정 관계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조직재편에 대
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17) 본 세제의 적용대상은 2014년 1월 20일(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인정을 받은
계획에 관한 것이다.

- 39 -

(다) 주식병합의 원활화
계획에 따르는 감자와 동시에 행하는 주식병합에 대해서 병합과 동시에 단원 주
식수를 감소・폐지하고 각 주주가 보유한 단원수가 병합 전의 단원수를 밑돌지 않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라) 자사주식을 대가로 공개매수의 원활화
자사주식을 대가로 공개매수에 대하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가가 되는 자사 주
식의 발행을 모집 사항의 결정에서 자사 주식과 대상 회사 주식과 교환 비율을 정
할 수 있으며, 유리하에게나 발급이나 현물 출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 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원활화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에 대해서 계획대로 실시하여 공
개매수에 의해 대상회사의 총 의결권의 90% 이상을 취득하고, 대상회사의 소수주주
에게 공개매수 가격과 동액의 금전이 교부되는 경우 등은 인정을 받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의 원샷법(산활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평가
일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
기 위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을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산활법
을 통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600건 이상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법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5개 대상기업 중 103개 기업이 총 4만9281명
을 새로 고용했다. 또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
(ROA) 역시 2003년 2.9%에서 2006년 3.9%로 상승했다고 한다.
일본의 원샷법은 16년간 산업 변화에 발맞춰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샷법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거쳤다. 경제불황 해소를 위
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며 사
업재편 지원을 또다시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일본이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
효율성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8)19)
18)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감면을 일괄 승인
하는 제도이다.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활용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회사인 미쓰비시 히
타치 워시스템즈(MHPS)를 설립,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에 이은 발전사업 세계시장 3위 기업으로 급부상했
다. 소니도 PC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한 결과 2014년 4분기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상승한 890억 엔을 기록했다(이혜미, “원샷법 모델 일본 자발적 구조조정에 세금경감‧규제예외 적용”,
「bridge경제」, 2015. 5. 31).
19) 일본의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산업생산성 향상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기업의 인
수합병을 촉진하는 통합지원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한국무역협회,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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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상의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원샷법을 본받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
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처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권종호 교수의 연구용역에서
나온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정부용역을 받아 2015년 5월 27일 발표한 '기업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라 지칭함)' 제정 초안은 정부가 의도했
던 방향에 맞추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신속하고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사업재편과 관련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사업재편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금융, 규제 해소 등
의 지원을 할 필요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이 마련된 것이다.
(1) 지원대상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이른바 원샷법)의 지원대상은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과
잉공급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
고 있다. 과잉공급은 국내외의 과잉경쟁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존재하거나 급속한
기술변화로 대체산업이 출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를 의미한다. 과잉공급분야의
업종이나 기업 규모는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관부처가 산하에 설치될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신청 이후 심의 완료까지의 기간은 2개월 이내이다. 급변하는 사업환경
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절차를 끝마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승인기준은 생산성 향상과 과잉공급 해소, 투자창출 등이다. 지원시기는 3년 등
사업재편 계획 기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Trade Brief」 No. 17(2015. 3. 17), 6면). 2015년 1월 20일 시점에서 사업재편
계획은 10건, 특정사업재편계획은 5건이 각각 인정되고 있다(経済産業省, 前揭資料 “「産業競争力強化法」の
施行から1年 ～アベノミクスの効果 続々と、好事例をご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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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3)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세법상
일정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한다.
1) 상법의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상 사업재편에 대한 상법 관련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M&A 절차간소화 및 비용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종
래부터 M&A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 특별결의를 얻기 어려운 경
우에는 M&A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도 이에 반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M&A 당사자인 기
업의 부담으로 인하여 M&A를 포기하거나가 현금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존해 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있어서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
화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며,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총회 절차 및 시간적 부담과 반대매수청구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공고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하고, 간이합병 요건을 90%에서
2/3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
은 10%를 20%로 확대하고, 반대요건은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있다. 채권자보
호절차의 경우에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이의제출
기간 역시 1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
증권 등 제출시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기간도 종래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
하고 있고, 상장회사는 1개월, 비상장회사는 2개월로 규정된 반대매수청구권 매수기
간을 각각 3개월, 6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단기적 현금부담을 줄여주고
자 노력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의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상 사업재편에 대한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보유(상장 20%, 비상장 40%),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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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회사 지분율(100%), 부채비율, 비계열사 지분규제 등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사업재편기간(최대 3년+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재편기간 동안
증손회사 소유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금지되었던 자
회사 공동출자를 사업재편기간(최대 3년+1년)동안 허용한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상의 특례는 사업재편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원래대로 공정거래
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특례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
도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유
예기간 연장에 그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0)
3) 세법의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상 사업재편에 대한 세법 관련 특례는 특별한 것이 없
다. 초안의 경우 ①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검토, ② 회사설립,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경감 검토 및 ③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허용에 대한 검토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상 특례는 단순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21) 종래 업
계가 주장해 왔던 세제혜택과 비교해 보아 다소 미흡하다.22)

Ⅳ. 사업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결론에 갈음하여1.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재
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 그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
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운영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나 기업실증 특
례제도는 각각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기업제안방식의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불확
실성 제도나 기업 제안방식 규제개선제도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규투자나 신사
업활동에 제한하여 운용하고 다른 기업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이 일반특별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20) 김한이, “원샷법연구용역결과 : 지주회사관련 규제는 완화보다는 유예기간 연장수준”, 「산업분석」 (대신증
권, 2015. 5. 28), 1면.
21) 김윤경,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일본 산활법의 시사점-”, 「KERI Brief」 13면.
22) 종래 업계는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적격합병·분할 기준 완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 등을 건의
했다. 적격합병을 통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가액의 80%, 적격분할은 100%를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또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당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내게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조진형, “말로만 기업구조조정 '원샷법
'…'3대 알맹이' 빠져”, 한국경제,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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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사업재편제도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부실기업
을 포함하여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과잉공급구조 산업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부실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일본
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제도에 3년, 특정사업재편제도에 10년간 지원을 하
고 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위원회심의로 2년 이내
의 연장가능)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제 및 금
융지원과 관련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국제환경 변화
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취
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3)
2.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종래, 사업재편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경제계에서 강하게 주장한 하나의 제
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완화이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종래 M&A
에 있어서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설계되고 운용되
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
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회사를 조합계약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재편 등
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일치의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상업의 근대화에 따른 회사조
직의 확대 요청이 있고, 다른 한편, 적은 수의 주식을 구입하고 합병을 저지하려고
하는 위협소송(strike suit)을 저지할 필요가 생겼다. 거기에서 점차 다수결원칙24)이
긍정되게 되어, 그것과 교환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소송이 인정되게 되었다.25)26)
23) 김윤경, 전게 발표문, 14면.
24)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수결원칙이 채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경영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다수결원칙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18세기의 회사법에서는 사업양도 등 기본적 사항의 결
정은 구성원 전원일치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기업이 대규모화하고, 경영이 복잡
화하면서 전원일치의 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영의 효율성·기동성을 중시하는 흐름은 역사적 경위
를 봐도 분명하다(H. BALLANTINE ON CORPORATION § 282（rev. ed. 1946); Brett W.King, The Use
of Supermajority Voting Rules in Corporate America : Majority Rule, Corporate Legitima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21 DEL. J. CORP. L. 895, 909-913(1996);
Robert C. Illig,
Minority Investor Protections as Default Norms : Using Price to Illuminate the Deal in Close
Corporations 56 AM. U. L. REV. 275, 292(2006)).
25) Robert B Thompson,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 Apprisal’S Role in Corporate Law, 84
Geo. L. J. p. 18.
26)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현대의 법령에는 반대주주에게 현금으로 그의 주식에 대한 보상을 받고서
회사로부터 완전히 퇴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문이 들어 왔다(Chicago Corp. v. Munds, 20
Del. Ch. 142, 149, 172 Atl. 452, 455 (1934)). 연혁적으로는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주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Weiss, The Law of Take
Out Mergers: A Historical Perspective, 56 N.Y.U. L. REV. 624 (1981);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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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인정하고, 상장주식 등 시장성을 가진 주식
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Manning에

의하여

주장되었다.27) 이러한

Manning의 주장은 1967년 개정시에 델라웨어주 회사법 개정위원회 보고서를 제출
한 Folk에 의해서 지지된다, 델라웨어주의 1967년 회사법 개정에서 시장성주식의
예외조항으로 채용되게 되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달리 반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되어 있거나 등록된 주주의 수가 2,000
명을 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시장성주식
의 예외 : market-out exception).28)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거나 등록 주
주 수가 2,000명을 넘는 경우 외에, 단주 대신 현금이 교부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방법의 조합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성주식의 예외」의 예외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29)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주주에게 한정하여 부과되므로 어느 면에서는 주주간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결국, 정보에 정통한 일부의 주주만이 주식매
수청구권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M&A에 반대하
는 경우 자신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30)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대상에 대하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2013), 169면).
27) Bayless Manning,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 Essay for Frank Coker, 72 Yale L.
J. 223, 261-262 (1962). 주식매수청구권의 확장은 계속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Ibid., p. 241).
28) Del. Code Ann. Tit. 8, § 262(b)(1).
29) Del. Code Ann. Tit. 8, § 262(b)(2).
30) 최근 정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합병에 반대하
는 상장사 주주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면 된다”며 “다만 주식을 마음대로 팔기 어려운 비상장사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전재호/박의래, “원샷법 세제혜택, 대기업-중소기업 차등
적용 검토”, 「Chosun Biz」,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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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머리말
지난 2015년 6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총저
축률은 36.5%로 전기대비 1.8%p 상승하였고, 국내총투자율은 전기대비 0.6%p 하
락한 28.1%를 기록하였으며 국외투자율은 8.6%로 전기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총저축율
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국인의 국내
투자율은 하락한 반면에 국외투자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
로는 2011년 1/4분기 국외투자율이 1.8%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4분기에는
8.6%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표-1 참조).
<표->저축 및 투자 관련지표
(당해 년 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2011
1/4

2/4

3/4

2012
4/4

1/4

2/4

3/4

2013
4/4

1/4

2/4

3/4

2014
4/4

1/4

2/4

3/4

2015
4/4

1/4

총 저
31.8 31.2 31.3 32.2 31.5 31.3 30.4 30.3 34.3 34.6 34.3 34.2 35.0 34.6 34.7 34.7 36.5
축 율
국
총
자
국
투
율

내
투 29.7 29.6 29.1 29.6 29.7 27.5 26.1 26.6 29.5 28.1 28.9 29.5 28.9 28.6 30.0 28.7 28.1
율
외
자 1.8 1.6 2.1 2.6 1.7 3.7 4.4 3.8 4.9 6.4 5.5 4.7 6.0 5.9 4.8 6.1 8.6

이와 관련하여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 비중이 증가하여야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지
적들이 많다. 최근 부실화된 기업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
으나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즉, 팬택, STX조선해양, 동부그룹 등의 구
조조정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효과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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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이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더욱이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 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
고 있다. 2014년 포춘지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17개사 이지만,
이 중에 198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들 간에 창의적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사전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윤경 박사님이 사업재편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확대 및 글로벌기업촉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사업재편법의 필요성과 쟁점
사업재편법의 필요성은 제일 먼저 예방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자발적인 기업구조조정
에 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화된 기업들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후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
입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정책금융의 역할을 최
소화하면서 정부주도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정부주도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자율
적인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사전
1)

참고로 삼성전자 (13위), SK홀딩스 (64위), 현대차 (100위), 포스코 (177위), LG전자
(194위), 현대중공업 (209위), 한전 (212위), 기아차 (246위), GS칼텍스 (260위), 한화
(331위), 가스공사 (340위), 현대모비스 (388위), 에스오일(427위), 삼성생명 (458위), 삼
성C&T (460위), 롯데쇼핑 (464위), LG디스플레이 (481위) 중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대
기업 또는 그 계열사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47 -

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제와 공정
거래법제, 조세법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사법제는 소수주주보호, 채권자보호,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원칙이라는 대원칙에 고립되어 사실상 기업들의 자율적
인 사전적 구조조정이 법해석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와 지주회사 규제제
도, 금산분리 강화정책 등 역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기업규제정책이라는 점에
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왔
으며, 대기업의 성장 역시 억제해 왔다.
그리고 조세정책 역시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이 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당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직면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금융 기능이 부활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재편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러한 관점에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법상의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 소수주주보호원칙이
라는 대원칙에 대한 특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감이 큰 지주회사 규제
나 기업결합 등에 대한 특례의 신설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이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세법상 신속한 조세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사업재편법의 내용검토
1. 회사법상 특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적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회사법상의 특례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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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회사법상의 소수주주보호, 채권자보호,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
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특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사업재편 시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
우 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하
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 설령 기업들이 사업재
편법안대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반대 주주가 이의제출을 할 수 있는 기
간이 너무 길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충분한 변제여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과, 일부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받아도 사업
재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재편이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합병으로 채권자에 손해
를 끼칠 염려가 없음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변제, 담보제공 등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하고,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도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구권행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후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시 회사는 1개월 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도 5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때 다수의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하거나 매수가격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
지 못하는 경우 사업재편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 의사결정 이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
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제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참고로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델라웨어주 등 36개주 회사법도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
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
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공정거래법 특례방안
(1)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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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법상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감이 큰 지주회사
규제나 기업결합 등에 대한 특례의 신설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⑦).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 원, 타
방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전에는 기업결합행위를 완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기
업결합 일방이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주식취득, 합병, 영업
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90일간 연장이 가능하고, 경쟁제한성
이 없는 간이심사는 15일이다. 결국 장기간의 심사로 인하여 구조개선의 불확실성
이 증가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는 심사 과정에서 자료보완 명목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업재편법이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을 원활이 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30+9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고 간이심사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2) 지주회사의 지분규제 완화

현행법상 지주회사 계열사 지분규제 (공정거래법 8조의2 ②~③ 등)와 관련하여 지
주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상장기업 20%,
비상장 기업 40%)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설립시 지분 확보를 위한
2+2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새로운 자회사 인수 시 지분확보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 새로 합병된 자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지분 확보를 위한 2+2년간 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기간만으로는 사실상 지주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신
규 사업에 진출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재편기간 중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4+2 또는 4+4로 특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공정거래법 8조의2 ③ 등)와 관련하여 현
행법상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차·방사·순환형 출자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하
에서는 사업 재편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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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편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동출자 금지로 다른 계열사의 자금여력, 기
술·사업경험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재편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공동출자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법상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공정거래법 8조의2 ④).
그러나 이러한 지분율 100%의 요건은 사실상 증손회사 보유를 봉쇄하여 신규 사업
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없어
증손회사 설립이 자유로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우리 사업재편법에도 사업재편기
간 동안에는 증손회사주식을 50%만 소유해도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세법상의 특례
기업들이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전제됨을 고려하여
볼 때에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특정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준비금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19조 등). 현행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기
업회계상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손금으로 불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벤처회사 등이 주식 취득을 통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위해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준

비금을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3개년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해외투자 손실 보전충당을
위해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3년간 과세 이연을 허용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舊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그리고 사업 재편시 적격합병을 통해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가액의
80%,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100%를 주식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세특
례 적용이후 2년 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50% 이상 처
분하면 당초 적격합병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받은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액을 추
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44조 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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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위반하여
과세이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원활한 사
업재편을 위해 모회사 주식과 함께 현금을 합병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세법은 지분 계속성 요건(합병 : 80%, 분할 : 100%)을 그대로 적용하
고 있어 원활한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구조개선계획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합병대가의 50% 이상,
일본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를 비롯하여 주주 등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
이 통상이며, 주식의 계속보유를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분
할, 현물출자, 주식교환․이전도 동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재편 승인 시 적격 합병·분할 요건을 합병의
경우 80%에서 50%로 완화하고, 분할의 경우에는 100%에서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재편을 이행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추가적인 사업재편을 하더라도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 이
후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과세 유예 혜택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재편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즉, 현행법상 2010년부터 완전모자관계(자회사 주식
100% 보유)의 경우 연결납세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결납세
제도는 기업 조직형태(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나 주요국에 비해 연결대상 자회사 지분비율이 엄격하다. 참고로 미국 80% 이상,
영국 75% 이상, 독일 50% 초과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재편을 승인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
결납세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IV. 결어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방적으로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두고자 한다면, 단지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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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재편법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특례규정들을 신
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국내자본
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기업들
이 사전예방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단적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정치권이나 정부부처가 생색내기용 사업재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사업재편이란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리스크관리 차원에
서 단행하는 생존전략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국내기업을 사지로 몰
아넣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사업재편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
단 마련되면 총력을 다하여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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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정 우 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 오늘 토론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님과 좋은 발제를 해주신
김윤경 박사님께 감사드림.
□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당면 했는 지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지, 특히 정책적 지원이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발표자께서 일본의 선례를 참조
하여 충분히 말씀하여 주셨음.
□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사업재편 관련 특별법 관련 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발제자께서도 일본 사례를 들어 발표하여
주시고 지적해주셨지만, 사업재편 관련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산업 등
특정부분에만 적용된다면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함.
◦ 기업을 살리는 것은 대주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 관련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일정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기업
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발제자 의견에 적
극 동의함.
□ 사업재편 관련 특별법의 제정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용역과 다른 토론자들께
서도 충분히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반드시 관
철되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다고 생각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
씀드리겠음.

1.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사업재편, 즉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주식교
환․이전 등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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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주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또는 더 큰 성
장을 하기 위해 조직재편을 하고자 해도,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07∼’10년간 상장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한 금액이 2조 1천억원에 달
하고 있음(금감원 보도자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 분석, 2011.5.2자)
** “한솔그룹 지주사 전환 무산”(MK뉴스, 2013.7.30자), “단기차익 꽃놀이패된 주식매
수청구권”(MK뉴스, 2013.8.5자) 등
◦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사업재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주를 비롯한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됨.
□ 이미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39개주도 시장성 예외를 두어 상장법인의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주요국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의 사업재편이 우선이냐 반대주주 보호가 우선이
냐 하는 갈림길에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발전이 모두에게 득이된다는 합리성
을 선택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전통적 주주보호 관점만을 유지하고 있음.
◦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법제가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기
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추세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식매수기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음. 왜냐하면, 주식매수
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는 데, 주식매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종결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위 소송 종결시까지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수의무기간 연장만으로는 실질
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 특히, 위 소송종결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 6% 수준의 상
사이율이 보장되므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게 되기 때문임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반드시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 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거래소 시장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상장법인의 합병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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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함
◦ 또한, 거래소 시장 이외에 금융투자협회 개설시장(ex. K-OTC)의 경우에도 반
대주주의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 제외대상
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식매수청구소송 확정시까지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을
부정하거나 지연이율을 시중 금리와 연동할 필요가

있음

2. 주주총회 결의방법 개선
□ 연구용역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저는
주주총회 결의방법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식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보다
는 단순 투자차익이 주식취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것임.
◦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회전율 통계에 의하면‘09년～’13년간 우리나라 투자자
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코스피종목의 경우 최장 5.2개월, 코스닥종목의 경우
2.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치가 현대 투자자들
의 투자성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상장주식 평균 보유기간 및 주식회전율>
￭ 우리나라 투자자의 평균주식보유 기간(‘09년～’13년)
- 코스피 종목 : 최장 5.2개월 미만, 코스닥 종목 : 최장 2.9개월 미만
￭ 주식회전율 : 총 거래량을 평균상장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의 유통상황을 나타냄. 수치
가 높을수록 1주당 거래회수가 증가함. 거래회수가 많을 수록 보유기간이 짧다
는 의미임.
- 코스피 종목 : 최저 236%, 코스닥 종목 : 최저 463%
구 분
코스피
코스닥

‘09년
410.53%
(4.1회)
866.50%
(8.6회)

‘10년
284.19%
(2.5회)
669.21%
(6.6회)

‘11년
256.98%
(2.5회)
591.37%
(5.9회)

*( )수치는 연간 1주당 거래회수
*출처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각 년도 상장주식회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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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342.35%
(3.4회)
689.39%
(6.8회)

‘13년
236.14%
(2.3회)
463.22%
(4.6회)

□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통․
특별결의사항으로 나누어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면서도 결의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방법 >
▪ 보통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1/4 &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 특별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1/3 & 출석의결권의 2/3 찬성

□ 주요국의 경우 의사정족수 요건 없이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를 기준으
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거나(미국, 독일, 중국)
ㅇ 의사정족수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일본),
주식수가 아닌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고 의결은 실제 주
주총회에 참여한 주식수만으로 결정하고 있음(영국, 호주)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
의결정족수
구분

의사정족수

한국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결의

특별결의

X

O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국
(RMBCA)

X

X

출석과반수

정관자치

일본

△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의사정족수 :
정관배제 가능)

출석 2/3
(의사정족수 :
정관으로 1/3로
조정가능)

영국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3/4

독일

X

X

출석과반수

출석 3/4

프랑스

O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캐나다

O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66.6%

호주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중국

X

X

출석과반수

출석 2/3

※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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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도 주요국과 같이 실제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에 참석주식수만을 기준으로 결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사업재편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자 하여도 전근대적인 주주총
회 결의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무산된다면, 이는 주주나 이해관계자 모두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3.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엘리엇
펀드의 반대의사표시와 경영참여 선언임.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사항임.
□ 1990년대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M&A 규제가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
은 거의 무방비로 M&A 위험에 노출된 반면 경영권 방어수단은 거의 없어 M&A
제도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확충보다는 소액주주보호라는
명목 하에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을 비롯하여, 최근에
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시부터 아예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선임
토록 하는 법안과 다중대표소송도입, 대표소송요건 완화 등 대주주에 대한 규
제와 기존 경영진의 견제 강화를 위한 법안1)들만 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입법기조는 대주주나 경영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외의 주주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편협한 입법기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 그동안의 경영권 방어법제 보완 관련 입법미비와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적 입법
화의 부작용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에 미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효율적인 방어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포이즌필제도와 지배주주․우호주주 등에게
1)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439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4395), 상법 개정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
호 1906822), 상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9291), 상법 개정안(정호
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3690), 상법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53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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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
함.
◦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확충은 경영권 안정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편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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