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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송영관 ․ 안준성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하에서 외국인의 적대
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
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
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
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의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
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
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
질적 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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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
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
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뿐 아니라 창의적
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는 방어수단 남용방지 문제와 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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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내 자본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외
국인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는 1992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
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지
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방송, 전기
등 몇몇 기간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
계적으로 사모펀드와 국부펀드에 의한 M&A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주요산업
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
로도 소버린의 SK에 대한 적대적 M&A와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 등을 계기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고조되었
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이 국가경제를 위협
하는 외국 자본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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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1)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논란은 단기적인 투자이익 실현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후 그 기업의 첨단기술을 본국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익은
물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황금주나 차별의결권 도입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의 규제 강화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
하는 M&A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
등 국제투자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많고, 외국인투자 환경에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어 외국인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대적 M&A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해 부여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M&A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
서는 우선 현행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가 그 본래 목적인 외국인으로
부터의 경영권 방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우리의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살펴보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2) 본 보고서는 현재 한
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엑슨-플로리오법은 일본 기업의 M&A 움직임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난 1988년에 제정되었
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에너지 등 중요 기간산업
에 적용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송종준(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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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는 대부분 지분제
한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산업은 정부
독점사업이거나, 혹은 그 산업내의 경영권 인수 등은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산업이므로,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현행법이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외국
인의 적대적 M&A는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도 방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일본 라이브도어의 닛폰방송에 대한 적대적 M&A
사례를 분석한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대부분이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로 되어 있으므로, 라이브도어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산업별로 자세히 고찰하고,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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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2005년 2월 라이브도어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닛폰방송(NBS: Nippon Broadcasting System)의 주식을 매입하여
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라이브도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NBS의 주식매입을 통해 NBS가 대주주인 후지TV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
이었다. 이러한 NBS에 대한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는 소프트뱅크 인베
스트먼트사(SBI)가 백기사로서 후지TV의 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개입함
으로써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내국인이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지분에 제한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적대적 M&A를 처음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라이브도어의 NBS에 대한 적대적 M&A는 내국인이 외국자본을 이용하
여 외국자본의 직접지분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인수를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3) 2005년 2월 24일 라이브도어는

3) 일본의 지상파 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사, TV방송사, TV․라디오 겸업 방송사와 1992년부터 시작된 community
방송사로 구분된다. 일본은 지상파 방송국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였으나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최
대 20%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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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의 주식매입을 위해 리만브라더스에게 800억 엔의 전환사채를 발행했
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두 가지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었다.
첫째, 일본 상법상 전환사채의 기간과 조건이 리만브라더스에게 유리하게 설
정되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였다. 둘째, 그해 4월 15일 리
만브라더스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이다. 이러한 우려는 외국인들의 외국 투자은행을
통한 일본기업에 대한 적대적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4) 본 장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Livedoor)
1996년 4월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사장은 온더에지(On the Edge)라
는 인터넷업체를 창업하였다. 당시 출자금 600만 엔으로 창업한 이 인터넷
기업은 2002년 라이브도어 인수 후 회사명을 라이브도어로 통합하였다. 라
이브도어는 2000년 4월 동경증권거래소 마더스(MOTHERS)에 상장되었
다.5) 이후 라이브도어는 2000년 마더스 상장 당시 시가 총액 50억 엔에서
5년만에 150배 이상 급성장하여 마더스시장의 10%를 차지하였다.
라이브도어는 다른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자사나 자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
는 독특한 방법으로 급성장하였고, 3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일본 벤
처업계의 창업신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23일 호리에 사장의 전격

4) 정성춘(2006) 참고.
5) ‘Market Of The High-growing and Emerging Stocks’의 약자로, 갓 태어난 벤처기업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키워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마더스시장은 1999년 11월에 개장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소로서,
고성장 주식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일본의 신흥주식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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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으로 2006년 3월 18일 동경증권거래소의 매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결국
그해 4월 14일 라이브도어는 마더스시장에서 정식으로 상장 폐지되었다.
라이브도어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벤처회사와는 차별성을 지녔
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리에 사장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들 수 있
다. 라이브도어 사건 이후 2005년 9월 11일 호리에 사장은 히로시마 6구
중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선거 유세 당시 그는 ‘고이즈미의 자객’으로 불리
며 선전하였으나 선거에서는 패배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라이브도어는 당
시 총무성이 신규 개방하는 휴대폰용 주파수대인 2GHz 대역 진출을 선언하
며 통신서비스시장 진출도 시도했다. 2005년 10월 라이브도어는 NBS에 대
한 적대적 M&A 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후지TV로부터 440억 엔의 신규
출자를 획득하였고 이 신규출자금 중 150억 엔을 투입해 동경 시내 공중무
선랜 사업을 추진했으나, 통신방식이 주무부처인 총무성 지침과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주파수할당에서 배제되었다.

나. 후지TV와 NBS
일본의 지상파방송은 1953년 TV방송을 개시한 이래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 NHK(Nippon Hoso Kyokai)와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
방송사업자로 양분되었다.6) 일본정부는 1950년에 공포된 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라 NHK를 특수법인화하였다.7) 한편 일본의 최대 민영방송국인 후지TV
는 일본 주요 미디어재벌인 후지산케이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신문사(산케이
신문), 출판사(후소야), 음반사(포니캐년), 라디오 방송국(NBS)의 지분을 소
유하고 있다. NBS는 1954년 전국 AM라디오 방송사로 설립되었으며, 후지

6) 윤희일(2005), p. 67 참고.
7) 일본 방송서비스시장은 민간방송업자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되었으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여전히 어려
우며 제한된 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윤재식 2003, p. 1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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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NBS에 대해 1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NBS은 후지TV의
2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8) 이와 관련해서 후지TV는 NBS과 후지TV
의 주식 교차소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NBS을 장악하기 위해 주식공개매
입을 시도하였다.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2005년 1월 17일 후지TV는 NBS의 지분매입을 통한 경영권 획득을 목
표로 주식공개매입에 착수했다. 라이브도어는 1월 17일부터 2월 7일 사이,
NBS의 지분 5.36%를 매입했고.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에 800억 엔
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2월 8일 오전 6차례의 시간외거래
를 통해서 NBS 지분 총 35%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호리에 사장은 NBS
및 후지산케이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대내외로 표명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NBS는 후지TV의 지분 22.5%를 소유한 최대 주
주였고, 후지TV는 후지산케이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산케이신문(40.3%), 포
니캐년(27.0%), 후소샤(46.9%)의 지분을 소유했다. 따라서 이 같은 지배구
도 하에서 라이브도어가 NBS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후지TV는 물론 후
지산케이 그룹 전체를 간접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3월 16일 라
이브도어는 NBS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확보함
으로써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같은 라이브도어의 경영권 장
악은 외국자본을 이용한 내국인의 적대적 M&A로 인식되어 일본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8) Sneider and Samadani(2005)에 따르면 이같은 주식교차소유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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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라이브도어는 2005년 2월 8일 오전 시간외거래를 통해 NBS에 대한 지분
율을 35%로 끌어올렸다. 이는 일본 상법상 M&A 등 2/3 이상의 동의를 필
요로 하는 결정에 대해 라이브도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율
(1/3)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 후지TV는 기존
주식공개매입의 목표를 25%로 하향조절하고 그 기간도 3월 2일로 연장하였
다. 여기서 후지TV의 25% 지분획득 전략은 NBS의 후지TV에 대한 의결권
을 무력화시키고, NBS의 상장폐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일
본 상법상 주식 교차소유 제한조항에 따르면, 상대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면, 그 상대회사의 의결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동경증권거래소 내
부규정에 의하면, 상위 10위 주주의 지분율이 75%를 초과하고 1년이 지나
는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해진다.9)

❚ 그림 2-1. 지분 현황 ❚

자료: 중앙일보

9) Rule 3 1(2)(a) Criteria for Delisting of Stock of Tokyo Stock Exchang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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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3일 NBS는 기존 주식의 1.44배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모두 후지TV에 넘기는 신주예약권 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다음날 라
이브도어는 동경지방법원에 신주예약권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리고 3월 16일 NBS는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간
배당금을 1,200엔에서 1,500엔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식가격 상승을 유도하
였다. 또한 3월 23일에는 특정일에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재무성에
요청하였는데 이는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가 다시 시작될 경우 신주발
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었다.
3월 25일 SBI는 라이브도어의 M&A 저지를 위한 백기사로 동원되어
NBS가 보유한 후지TV 지분 중 14.7%를 5년간 무상 양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이는 라이브도어가 NBS를 장악하더라도 NBS의 후지TV에 대한
지분이 10% 미만이 되게 함으로써, 라이브도어가 후지TV와 후지산케이 그
룹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라
이브도어는 결국 취득한 NBS 지분 전량을 후지TV에 넘기고, 후지TV는 그
대가로 라이브도어의 증자에 참여하였다.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off-hour trading)
일본에서의 주식거래는 거래장소에 따라 ‘시장내거래’와 ‘시장외거래’로
구분되며 ‘시장내거래’는 다시 거래시간에 따라 ‘시간내거래’와 ‘시간외거래’
로 구분된다. 일본 증권거래법은 경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의
1/3 이상을 시장외거래할 경우 매입주식수와 가격 등을 공개하는 주식공개매
입을 의무화한다.10) 상장회사의 경우, 일개 일간지에 주식공개매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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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매입주식수, 매입기간 등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11)
라이브도어는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에 NBS 주식의 29.63%를 매
입하였고 이러한 시간외거래에 대해서 NBS는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제기
했으나 금융감독원과 동경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이
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장외시장에 대한 명
확한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장내시장과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기
에서 라이브도어가 상장된 마더스는 장내시장으로 분류되며, 동경증권거래소
내부규정에 의하면, 모든 시간내거래는 동경증권거래소 네트워크(ToSTNeT:
Tokyo Stock Exchange Trading Network System)12) 등을 반드시 이용해
야 한다는 점들이 라이브도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13) 둘째, 시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공개매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으나, 시간외거래는 시
장내거래로 취급되어 주식공개매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매집이 공개되
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이브도어의 거래는 시간
외거래일 뿐 시장외거래는 아니다. 또한 ToSTNeT을 이용한 라이브도어의 거
래는 기술적으로 시장내거래로 간주되어 주식공개매입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시간외거래는 대량의 주식을 운용하는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가 효율적
인 매매를 위해 정규거래시간과는 별도로 마련된 거래시간에 특정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거래의 성격이 강하다.14) 동경증권거래소는 ToSTNeT의
초기단계에 이 시스템에 대한 기간투자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
내거래를 주식공개매입 의무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하였다. 라이브도어는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주식공개매입 의무를 우회하여 NBS

10) 일본 증권거래법 제27-2조(4).
11) 일본 증권거래법 제27-3항.
12) ToSTNet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단일종목 거래, 바스켓 거래를 하는 ToSTNet-1과 종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ToSTNet-2로 구분됨. 자세한 내용은 동경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참고(http://www.tse.or.jp).
13) Rule 6, Business Regulations of Tokyo Stock Exchange, Inc(Aug. 2005).
14) 동경증권거래소의 자세한 거래시간과 거래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성춘(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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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라이브도어 사건 이후 일본정부는 ‘시간외거래’에 대
해 주식공개매입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상장 폐지
2005년 3월 16일 라이브도어는 의결권 기준으로 NBS 지분의 50% 이상
을 장악하였다. 동경증권거래소 내부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상위 10명의 총
소유권이 총 지분의 9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의 상장은 즉시 폐지된
다.15) 또한 상장회사의 대주주 상위 10명의 합산지분이 75%가 넘고, 그 후
1년 내 7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해당종목의 상장이 폐지된다.16)
그리고 상장회사 3대 주주의 합산지분이 75%를 넘으면 해당 회사의 상장은
폐지된다.
NBS의 경우 후지TV가 25%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라이브도어의 지분(
35%)과 제2대 주주인 무라카미 펀드의 지분(18.6)을 합해 3대 주주의 합산
지분이 75%를 초과하게 되어 상장이 폐지된다. 라이브도어의 NBS 지분 매
입 목적이 NBS를 통해 후지TV의 경영권에 참가하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주가차익을 노리는 그린메일이든 간에 NBS의 상장 폐지는 라이브도어에 전
략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후지TV의 25% 지분획득은
NBS에 대한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효과적 방어수단이었다.

15) Rule 2 §1(2)(b) Criteria for Delisting of Stock of Tokyo Stock Exchange, Inc.
16) Rule 2 §1(2)(a) Criteria for Delisting of Stock of Tokyo Stock Exchang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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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NBS가 후지TV
의 최대주주가 된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라이브도어의 NBS에 대한 적대적
M&A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 1월 17일 후지TV가 NBS에 대한
주식공개매입을 시작한 것은 이런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
다. 즉 후지TV는 NBS에 대한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NBS를 자회
사화함으로써 NBS의 후지TV에 대한 영향력을 소멸하려고 하였다. 반면 라
이브도어는 NBS의 경영권 장악을 통해 후지TV 및 후지산케이그룹을 간접
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재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새로운 융
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 상법의 주식 교차소유 제한규정에 따르면
상대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면 상대회사에 대한 모든 주식의결권이
상실돼 경영권 참여가 불가능해진다.17) 이와 관련해서 후지TV는 3월 8일
주식공개매입을 통해 NBS의 지분 36.47%를 확보했고 이는 라이브도어의
NBS를 통한 후지TV 경영권 참여를 봉쇄시켜 라이브도어의 NBS에 대한
적대적 주식공개매입에 효과적인 대응이 되었다.

라. 신주예약권 발행
라이브도어가 적대적 M&A를 시도하자 2005년 2월 23일 NBS는 기존
주식의 1.44배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모두 후지TV에 넘기는 방식
으로 적대적 M&A에 방어하려는 포이즌필(poison pill)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라이브도어는 이 같은 신주예약권 발행이 현저하게 주주의 이익을 훼

17) 일본 상법 241조 3.

20│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손하는 행위라며 동경지방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1) 동경지방법원 판결
라이브도어는 NBS의 제3자 신주예약권 발행은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
시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주식의 발행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신주예약권 발행은 제한된
수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경영권 유지와 자본증자를 도모하기 위
한 것이다. NBS는 신주예약권 발행이 결국 NBS에 대한 후지산케이 그룹의
지분을 증가시키므로 NBS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주주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3월 11일 동경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
렸다. 우선 라이브도어의 M&A는 NBS 기업가치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후지TV가 NBS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신
주예약권 발행계획은 일본 상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는 후지산케이그룹의 경영권 유지가 주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경지방법원은 라이브도어의 시간외거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라이브도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외거
래가 불공정 소지가 있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에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
시에 표명하였다. NBS는 동경지방법원 1심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
경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18) 2월 23일 NBS의 신주예약권 발행 계획은 2월 8일 라이브도어의 NBS의 주식 29.6% 매입에 대한 대항조치였다.
기존주식의 약 1.44배인 4,270주를 발행할 경우, 라이브도어의 보유비율은 약 42%에서 약 17%로 낮아지는 대
신 후지TV의 지분 비율은 59%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 주식보유 비율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안창현
(2005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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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경고등법원 판결
2005년 3월 23일 동경고등법원은 2심판결을 내렸다. 동경고등법원은
NBS의 신주예약권 발행이 라이브도어의 지배를 배제하고 후지TV의 경영권
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상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규정
하였다.19) 이에 NBS은 상고를 포기하고 신주예약권 발행을 중지하였다.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3자에게 신주예약권 발
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주의 보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상법에서도 허
용된다. 그러나 일본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남용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주식 등의 신규발행을 중지시키는 기능도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
다.20) 이 같은 신주예약권은 적대적 M&A에 대항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하
여 발행이 가능하다.21) 그러나 이는 그린메일 상황이나 그 대상회사에게 불
리한 상황으로 한정된다. 동경고등법원은 NBS의 신주예약권 발행은 특정
주주(라이브도어)의 권리를 희석시키고 다른 주주(후지TV)의 경영권을 유지․
확보하는 데 쓰였다고 판결하였다.22)
또한 동경고등법원은 라이브도어의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주식취득이 증
권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2월 8일 오전 라이브도어는
ToSTNeT을 통해 NBS 주식 29.63%를 대량매입하였는데, 시간외거래는 주
식공개매입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적대적 매
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의 신주예약권 발행은
정당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19) 일본 상법 280조의 10.
20) 일본 상법 280조의 10.
21) 재판부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소유권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한 신주예약권발
행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향후 일본 기업간 적대적 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근거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경고등법원은 NBS의 신주예약권 발행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정주주
인 후지TV의 소유권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일반주주의 이
익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안창현 2005a, p. 33).
22) 안창현(2005a), p.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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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라이브도어의 NBS 인수시도는 인터넷업체의 오프라인 기업 인수 시도라
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산과 인터넷 스트리
밍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영상서비스가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업체
의 수익성이 점차 검증됨에 따라 오프라인 미디어그룹의 온라인 진출도 점
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
에 대한 규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5년 4월 18일, 라이브도어와 후지TV 양사는 2개월간의 적대적 M&A
분쟁을 끝내고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였다. 후지TV는 적대적 M&A를 성공
적으로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라이브도어에 거액을 출자하게 되었다. 2005
년 2월 24일 리먼브라더스는 시가보다 10% 가량 싼 800억 엔의 전환사채
를 라이브도어로부터 발행받았고, 그해 4월 15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약 150억 엔 안팎의 이익을 올렸다. 또한 소프트뱅크 계열의 투자회사인
SBI는 백기사로 나서는 대가로 후지TV로부터 180억 엔을 출원받아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4년 10월 라이브도어가 75%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라이브도어
마케팅’이 주식교환을 통해 출판사인 ‘머니 라이프’를 자회사화하기로 공표
하였다. 그러나 공표 4개월 전에 이미 라이브도어 계열 투자펀드가 머니 라
이프 주식 전량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동경지검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
다. 그 과정에서 1주를 100주로 나누는 주식분할로 시세를 올리고 주식을
매각하여 7억 엔의 매각이익을 라이브도어 측에 안겨줬다. 또한 2004년 11
월 라이브도어 마케팅은 결산보고서에서 실제로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매출
을 약 12억 5,500만 엔, 경상이익을 2억 3,400만 엔, 당기 순이익을 1억
2,800만 엔으로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호
리에 사장이 주가조작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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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다. 2006년 1월 23일 호리에 사장 구속 후, 3월 18일 라이브도어
사태로 동경증시에 매도주문이 폭주하면서 전산망 과부하로 동경증권소 거래
매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5년 라이브도어 사건이 일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자 총무성은
여당인 자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전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23) 이에 따라
당해 11월 2일 전파법 개정안의 가결이 공포되었고,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안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무성이 공공성이
강한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법을 참고로 하여 전파법 개
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선 NTT법에 대해
개괄하고 전파법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후지산케이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내용을 살펴본다.

가. NTT법
1952년 일본정부는 통신시장의 독점사업자로 NTT를 설립한 후, 1985년
부터 시작된 NTT 민영화 과정에서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장거리․국제전
화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NTT는 다른 통신사업자들
을 자회사로 만들었다. 예컨대 1988년에 NTT Data를 자회사화하였고 1992
년에는 현재 NTT도코모로 불리는 NTT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
를 자회사화하였다.
1997년 3월 NTT그룹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했고, 현재 34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24) 자회사별로 전담 서비스 분
야를 분류하는데, NTT 지주회사(NTT Corp) 외 NTT Communications

23) 총무성은 라이브도어가 주식매입을 위해 마련한 자금출처가 미국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증권이라는 사실을
들어 전파법을 개정,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의 강화를 시사하였다(안창현 2005a, p. 36).
24) 2003년 기준. NTT 홈페이지 참고 http://www.nt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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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는 장거리․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이고, NTT East와 NTT West
는 지역별로 시내전화서비스와 ISDN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NTT
도코모는 무선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NTT의 지주회사 구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NTT법의
적용범위는 NTT 지주회사, 유선 자회사인 NTT East와 NTT West로 한정
된다.25) 또한 NTT 지주회사는 NTT East와 NTT West의 발행주식 전량
소유를 의무화한다.26) 지역회사는 총무성령에 따라 분류된 구역 내에서 지
역통신업무 제공과 그에 연관된 부대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1998년 7월 일본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양허안상에서
NTT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그리고 NTT법상 외국인지분제한은 20%에서 1/3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NTT법상의 외국인지분제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NTT법에 따르면 외국
인 의결권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1/3 이상일 경우 NTT는 주주명부에 초과
지분에 관련된 외국인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
다.27) 둘째, NTT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자회사가 아닌 NTT 지주회사와 두
지역회사(NTT East와 NTT West)로만 한정된다. NTT법상 NTT 지주회사
가 지역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외국인의 NTT 유선자회사 주식
소유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선 자회사인 NTT도코모의 경우,
외국인지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NTT법상 외국인지분제한제도는 외국인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에
만 한정적으로 적용됨으로써 NTT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은 의결권의 유무

25) 지역회사는 두 개(NTT East와 NTT West)로 분류되고 NTT 지주회사와 두 지역회사는 NTT법 제1조 (2) NTT
법 제3조에 의해 공정하고 안정된 전국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26) NTT법 제1조(1). NTT 지분관련 규정도 유의할 점이 있음. 첫째, 일본정부는 NTT 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에 1/3이상을 소유할 의무를 가짐. 둘째, NTT 지주회사는 지역회사들이 발행한 모든 주식 소유를 의무화하고,
신주 발행시, 총무성의 허가가 필요함. NTT법 제4조(1), 제5조(1), 제4조(2) & 제5조(2) 참조.
27) NTT법 제6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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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그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지분제한제도는 경영권 방어에
는 효과적이나 그린메일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의 패단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기에는 미비한 면이 없지 않다.
한편 총무성은 일본법인을 경유하는 외국인간접지분에 대해 미국 연방통
신위원회(FCC)가 제시한 attribution의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NTT법상 외국
인간접지분제도를 완성하였다.28) 이에 따라 NTT법상 외국인의결권비율은
직접지분제한(비일본인, 외국정부, 외국법인)과 간접지분제한(외국인의제법인)
비율의 합이다.29) 또한 NTT는 총 발행주식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외국인
의결권비율을 1/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30)

❚ 그림 2-2. NTT법의 외국인 의결권 ❚

자료 : 일본 총무성

28) 47 C.F.R. §63.09 Note 2 참고.
29) NTT법 시행규칙 제4조.
30) NTT법 제6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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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법은 의결권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주식 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역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비일
본인은 NTT 지주회사와 두 지역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역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WTO 통신서비스 양허안에서 mode 4(자연인이동)의 예외
로 인정된다.31) 또한 이사 및 감사역의 선임 및 해임의 결의는 총무성의 인
가가 필요하다.32) 이러한 외국인 제한은 mode 4(자연인이동) 차원에서의 경
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mode 3(상업적 주재) 차원의 외국인지분
제한(1/3)을 초과할 시에도 부수적으로 NTT에 대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
는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8년 7월 일본정부는 NTT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
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비대칭규제를 해오고 있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NTT 그룹 중 NTT 도코모는 NTT법 적용범위에 들지 않으므
로 사실상 일본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은 없고, 따라서 외국인이
모든 일본 무선사업자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지분
제한을 지배적사업자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정부는 기타 통신사업자
들간의 M&A활성화를 통해서 NTT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신사업자군을 육
성하였다. 대신 NTT에 대한 정부최소지분(1/3)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FCC
의 공익성심사를 대체하는 효과를 누린다.33) 이는 일본 상법상 회사지분의
1/3을 보유할 경우, M&A등의 기업경영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TT법은 일본정부가 1/3의 지분소유를 통해 NTT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룹 자회사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NTT의 지주회사
화는 NTT를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적 사업자로 육성하였고,

31) NTT법 제10조(1).
32) NTT법 제10조(2).
33) NTT법 4조 및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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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해외투자자가 과반수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같은 NTT 지주회사화 정책은 유선 자회사가 발
행한 모든 주식을 법적 또는 기술적인 전량매입을 통해 소유할 경우 시내전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간접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NTT법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해 본다. 의결권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기존 NTT법상의 외국인지분제한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나 사모사채 또는 전환사채 거래로 우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전환사채의 경
우 소유자 청구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 시에만 외국인지분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맹점이 있다. 2005년 2월 24일 라이브도어가 발행한 전
환사채를 받은 리만브라더스의 경우, 그 후 두 달 여가 지난 4월 15일 주식
으로 전환 시 의결권 기준에서 외국인지분제한 적용범위에 들게 되었다.34)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1) 외국인간접지분 제한 도입
2005년 라이브도어 사태는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총괄하여 규제하는 총무
성이 전파법을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 전파법에서는 외국자본이 방
송사 주식을 취득하는 직접출자에 대해 의결권 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
하고, 위반 시 방송사업자의 면허 자체를 취소한다.35) 그러나 방송국을 자회
사로 두고 있는 일본기업의 주식을 외국자본이 취득하는 간접출자에 대한
규제는 전무했다. 이런 헛점을 간파한 리만브라더스는 라이브도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NBS의 최대주주 자리

34) 당시 NTT법과는 달리 방송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간접지분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
분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35) 日 전파법 제5조 4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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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였다. 이런 리만브라더스의 행위는 일본 방송사에 대한 간접투자로
서 구 전파법상 지상파방송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아니었다. 따라서 외국자본
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상기 법률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총무성은 NTT법의 간접지분제한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외국인의제법인의 개념을 전파법과 방송법에 도입하였다.
NTT법은 외국법인의 일본법인에 대한 의결권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당
해 일본기업이 NTT의 의결권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 당해 일본법인을 외
국법인으로 간주(외국인의제법인)하며, 두 지분률을 곱한 수치는 외국인간접
지분으로서 외국인의결권비율(1/3)에 포함한다.

❚ 그림 2-3. 간접지분 개념도 ❚

자료 : 일본 총무성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NTT법의 간접지분제한제도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사용하는 attribution의 개념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의결권 비율 합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총무성은 간접출자
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NTT법을 참고하였으며 그 간접출자율 계산은 곱셈을
기본으로 하였다. 가령 외국자본이 간접출자를 통해 일본법인에 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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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A% 확보하고 그 일본법인의 방송국 의결권 비율이 B%라면 양 비율을
곱한 A×B%를 외국인에 의한 간접투자로 간주하기로 하였다.36) 또한 이러
한 간접출자의 경우 일정 비율(1%) 이상의 외자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적대적 M&A에 대해서 간접지분제한으로 사용되는 외국인의제법인은 경
영권 방어에 보다 효과적이다. NTT법과 같이 외국인의제법인의 개념이 간
접지분제한으로 사용되고 외국인의결권비율이 직접지분과 간접지분의 합으로
사용될 경우, 후지TV와 같은 일본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총지분율
(20%)을 기술적으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지분을
규제할 수 있다.

❚ 그림 2-4. 후지TV 관점에서의 외국인지분율 계산 ❚

자료: 저자 작성

2) 간접주주제한으로서의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양도․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가 이전된 경우 새
로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새

36) 안창현(2005b), p.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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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 명의개서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데, 명의개서의 청구가 늦어질 경우 이익배당과 신주배정
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005년 11월 총무성이 방송법과 전파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벤
치마킹한 NTT법에는 외국인의 지분이 초과했을 때에도 총무성이 규제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정명령은 총무성과 같은 규제기관에
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을 고치기 위한 일종의 행정조치이다.
이 같은 시정명령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지분초과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
지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동결
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라이브도어 사태에서 리만브라더스처럼 단기간의 주
가변동을 이용한 그린메일과 같은 투기성 외자투자를 원천봉쇄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NTT법은 외국인 간접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
며,37) 직접지분제한과 간접지분제한을 합친 ‘외국인 의결권 비율’ 개념을 사
용한다.38) 만약 외국인 의결권 비율이 1/3 이상일 경우, NTT는 관련 주주
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수 없고. 이럴 경우 당해 주주
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 및 신주배정도 받을 수
가 없게 된다. 엄밀히 말해 이 같은 명의개서 금지조항으로 말미암아 초과지
분을 취득한 외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 자체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NTT법상 명의개서 적용범위를 1/3로 한정하는 데는 다른 법률과
의 연관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지분이 1/3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외국인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
들의 주요 경영 관련 업무 참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또한 1/3의 의미는

37) NTT법 6항 1조(4).
38) NTT법 6항 1조

31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

일본 상법상 기업경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지
분율이다. 2005년 2월 8일 라이브도어가 시간외거래를 한 이유도 바로 이
1/3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NTT법에 따라 일본정부는 최소 1/3
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외국인들이 만약 직․ 간접적
으로 NTT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NTT에 대한 외국인 의결권 비율을 1/3로 제한하는 것도 외국인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총무성은 이 같은 정부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주요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NTT의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림 2-5. NTT법 외자규제 분포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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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송법에서는 NTT법과 같이 초과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명의개
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구 방송법은 일본 방송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
하는 직접주주에만 명의개서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방송사
에 대한 간접주주의 명의개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특정주주가 명의개서를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원천적으
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외국인지분률을 NTT법(1/3)보다 낮은 20%로 제한하였
고, 초과지분 소유 외국인주주의 명의개서를 금지하였다. 이 같은 명의개서
금지조항은 외국인 의결권 및 직접주주로서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간접주주가 리만브라더스처럼 기업경영에 관심이 없는 경우나 제3자
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효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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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성숙 단계에 있었고, 대
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M&A가 활성화
될 수 없었다. 한국증시에서 M&A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
물은 외부투자가의 상장기업 지분 10% 이상 획득을 제한하고 있었던 ｢증권
거래법｣ 제200조였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1976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나 공개매수를 거치지 않고는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획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 ｢증권거래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해
2월 16일 재무부는 규제완화 세부계획에서 상장주식 10% 투자한도 폐지와
자사주 취득 허용을 예고하였고, 당해 6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
고 있는 대주주의 신고의무를 명시한 5% 룰 도입 등 대규모 주식보유와 거
래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되었고, 우선주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의 50%에서

34│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25%로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상장기업 주식의 10% 이상 매입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1997년 3월 폐지됨에 따라 한국증시에도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상장기업의 경영
권이 적대적 M&A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도록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 시에 소위 25% 강제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조항은 지분매입을 통한 경영권 획득을 보다 어렵게 만
들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증시의 개방은 1992년 1월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종목별 외국인 1인당 지분이 3%로 제한되었고, 총액 대비 최대 외국인 지
분율이 10%를 초과하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해 7월 정부는 외국인에 대
한 한국증시의 개방을 확대하여 외국인 합작 및 해외 증권발행기업의 외국
인투자 한도를 25%로 확대하였다.
1998년 이후에 경제개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M&A에 관한 많은 규제들
이 폐지되었고, 그 중 하나가 외국인에 의한 M&A 허용이다. 이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외국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제한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이사회 승인 없
이 외국인이 매수 가능한 지분의 상한이 종전의 10%에서 33%로 확대되었
다.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1997년에 도입한 25%
강제공개매수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 한도에 대한 규정도 폐
지되었다. 그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2000년 이후 한국증시에서 M&A 활동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 국방, 외
무, 공공행정, 연금업, 교육 등 63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대상 제외 업종이다.
그리고 발전업, 송전업, 원자력발전 등 28개 업종에 대해 지분취득 제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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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88개 방위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39) 외국인 M&A의 경우 전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그리고 특정의 개별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산업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전 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998년 외
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법 제4조 2항
및 3항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 3항은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영
위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3
항에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투자제한 업종과 제한내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는 ｢증권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상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규정에 따라 28개 업
종에 대하여 지분취득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88개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국인지분 직접제한은 현재 한국전력에 대한 발행
주식 총수의 40% 제한만이 유효한 상태이다. ｢증권거래법｣ 제203조 2항은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의한 공공적 법인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데, 1987년 11월 공공적 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POSCO, 한국전력, 국민
은행이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한국전력만이 지정되어 있다. 또
한 ｢증권거래법｣ 제203 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을

39)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07년 11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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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명시하였고 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 2항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
서 증권거래법상 외국인 지분 취득의 제한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40)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개별산업 특별법에는 ｢은행법｣, ｢전기
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 첨단기술의 유출에 대해
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는 항공기, 함정, 유도무기, 레이더 및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및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등 ｢방위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열
거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주요방산업체와,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일
반 방산업체로 나뉜다. 2007년 11월 15일 현재 88개 업체가 ｢방위사업법｣
상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상장된 주요 업체로는 삼성테크원,
한화,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S&T대
우, S&T중공업, STX조선 등이 있다.
현행법상 방위산업체의 경영권 인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
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40) 송종준(2003, p. 4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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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의 지분을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청장의 동
의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외국인이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방위산업체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 제5
항과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영참여를 목
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방위산업체 주식 취득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방
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6
항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 지분의 의결권은
정지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7항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지
분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통한 방위산업체의 지분인수
의 경우, 이 지분인수가 방위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에 실질적 변화를 야기한
다면 방위산업청장의 동의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과 4항,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방위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방위사업청장의 동의와 산
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전기산업은 크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업, 각 발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여
전기를 전송하는 송전업,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및 판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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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현재 발전업 부문은 민간회사가 있으나, 송전 및 배전사업은 한국
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인수는 전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이익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전기사업체에 대해 정부의
동의없는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
2007년 11월에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발전업,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에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고, ｢증권거
래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03조와 ｢증권업감독규
정｣ 제7-6조에 의해 외국인투자자 전체가 한국전력 발행 주식의 40%를 초
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송전업과 배전 및 판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으
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인 산
업은행의 지분 29.95%보다 낮아야 한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국내법인의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
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2조 제3항에 의해 외국인 지분 10% 이상 국내기업은 전기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게 된다.
전기사업체에 대한 경영권 인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전기사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사업자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
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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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양수 또는 분
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
국전력공사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므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

❚ 표 3-1. 한국전력공사 지분구성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주, %)
보통주
순위

우선주

소 계

성명(명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산업은행

192,159,940

29.95

-

-

192,159,940

29.95

2

대한민국정부

135,520,753

21.12

-

-

327,680,693

21.12

3

정리금융공사

32,210,933

5.02

-

-

32,210,933

5.02

359,891,626

56.09

-

-

359,891,626

56.09

합 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원자력
현재 원자력 발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수력
원자력(주)이 독점하고 있다. 현행법 상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전무한 한국전력공사가 상장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
분 100%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전혀 없다.
원자력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와 공
급은 ｢전기사업법｣ 제28조에 의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전기사업법｣ 제
82조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전기사업법｣ 제9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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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들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원
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있으므로 이 분
야의 외국인 적대적 M&A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스
현재 천연가스의 도매 및 전국 주배관망의 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
고 있고, 수입의 경우 2001년부터 천연가스 직도입이 허용되어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이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현행
지분구조와 법 체계상 불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정의되며,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외국
인 개인은 5% 이상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외국인 전체의 주식취득
도 3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정부지분은 한국전력공
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51%가 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적대적
M&A는 불가능하다.

❚ 표 3-2. 한국가스공사 지분구성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주, %)
보통주
순위

우선주

소계

성명(명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정부

20,758,110

26.86

-

-

20,758,110

26.86

2

한국전력공사

18,900,000

24.46

-

-

18,900,000

24.46

39,658,110

51.32

-

-

39,658,110

51.32

합 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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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산업
방송사업은 크게 지상파방송사업과 기타 방송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방
송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지상파 방송사업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TV와 라디오, 지상파 DMB로 구분된다. 2006년 12월말 현재 32개의 지상
파TV 방송 사업자, 11개의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6개의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가 있다. 기타 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
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별되며, 2006년 말 현재 유선방송사업자 수는 490개,
위성방송사업자 수는 2개, 방송채널사업자 수는 187개이다.41)
현행법 체계에서 기타 방송사업자의 경영권 변화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
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실
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법｣ 제14조에 의해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YTN과 같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에
는 출연할 수 없고,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지분의
49%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의 경우 지분의 33%까지 출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내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
만 넘지 않으면 국내법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지분제한을 받지 않으나, 방송
사업자의 경영권 변화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42) 방송사업자의 경영권 변화는 ｢방
송법｣ 제15조의 2에 의해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
자에 대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경우 방송위원회

41) 방송위원회(2007) 참조.
42)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합편성 및 보도․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하고 외
국인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소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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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방송업을 영위할 수 없다.

4. 통신산업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해 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외국인투자 제한을 받는 사업은 기간통신
사업으로 2007년 10월 1일 현재 총 133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있다. 기간
통신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
를 이용하여 공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현행법상 정부의 허가없이 외국인이 KT와 SKT에 대한 적대적 M&A를
감행할 수 없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5% 이상 인수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대적 M&A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며, 국내법인이라 하
여도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15% 이상의 주식을 소
유하고 있으면 외국인으로 간주된다.4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5385호,
1997.8.28>｣ 제4조에 의해 외국인은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와 STK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3에 의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해 최대주주가 아닌

43)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KT와 SKT를 제외하고 외국인의제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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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KT 또는 STK의 경영권
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3 제5항에 의해 심사의 결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 4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
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제9조 제4항에 의해 주주 현황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정보통신
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T, SKT, 그리고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기간
통신사업자44)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 우호지분과 함께 15% 미만의 지분으
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 현행법상 정부가 이에 간여할 근거는 없
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 내부지분율
이 30% 이상이므로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KT, SKT, 그리고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LG데이콤, SK네트워크, 그리고 KTF이고,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법인은 하나로텔레콤, 아이즈비전과 LG텔레콤이다.45)

5. 항공산업
정기항공운송사업체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대한항공이고, 아시
아나항공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

44) 133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98개의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이다.
45)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현황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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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항공기 소유와 정기항공운송사
업 인가가 불가하므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
｢항공법｣ 제112조에 의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항공법｣ 제6조에 의해 외국인이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항공기는 등록이 불가하며, 또한 동법 제114
조에 의해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불가하다.
정기항공운수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법｣ 제124조에 의해 건설교
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 조항 제2항에 의해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인가가 불가하다.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외국인투자가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을 제외하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국가핵심기술이나 전
략기술의 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28항 제5조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동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가 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주는 경
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을 사용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적대적 M&A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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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
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
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동법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로 정의되고, 동법 제11조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외국기업에 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을 제
한하고 있다.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11월 15일 현재 전기전
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40개 기술이 국가핵
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업자원부 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
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전략기술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
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
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전략기술
을 수출할 때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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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산업
농어업과 내항운송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지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
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없으므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으나,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규정이 없어 외
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인수법인이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농업의 경우 벼와 보리재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
으며, 육우사육업과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어업의 경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에 대해 외국인투
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한다. 또 현재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내항여객운송업과 내항화물운송업은 1)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비
율이 50% 미만이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
은행업은 ｢은행법｣ 제8조와 제55조에 의해 은행의 설립과 양도 및 합병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없
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불가하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
정｣에 의해 특수은행과 농수축협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
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의 주식보
유한도 제한을 받는다. ｢은행법｣ 제15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동일인은 시중은
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는 주식
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동 조항 제3항에 의해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과보유가 가능하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일간스포츠 와 스포츠서울21 이 코스닥시장
에 상장되어 있으나 이들 기업 모두 내부 지분이 안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불가하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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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이나 외국법
인이 일간신문의 경우 30%,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 50% 이상
의 지분을 가질 수 없고, 동법 제14조에 의해 외국자금 출연의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되어 있
으나, 간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표 3-3. 일간스포츠 ｝
지분구성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주, %)
보통주
순위

우선주

소 계

성명(명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주)중앙일보사

19,761,905

28.47

-

-

19,761,905

28.47

2

장중호

5,998,011

8.64

-

-

5,998,011

8.64

3

(주)팬텀엔터테인먼
트그룹

3,809,524

5.49

-

-

3,809,524

5.49

29,569,440

42.60

-

-

29,569,440

42.60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표 3-4. 스포츠서울21 ｝
지분구성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주, %)
보통주
순위

우선주

소 계

성명(명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주)서울신문사

7,887,210

47.23

-

-

7,887,210

47.23

2

자기주식

1,425,444

8.53

-

-

1,425,444

8.53

9,312,654

55.76

9,312,654

55.76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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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경우 해당되는 연합뉴스사가 상장된 회사가 아니므로 외
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뉴스통신사업자나 편집인이 될 수 없고, 뉴스
통신사업자체의 25%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외국자금 출연의 경우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다. 그 외 수도산업은 법정 독점업종이고, 철도산업의 경우도 현재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
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

49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

제4장
정책 제언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
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한 경영권의 변화
는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거나 정부 독점산업이므로, 방위산업체, 전기산업,
방송산업, 통신산업, 그리고 항공산업 등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산업에
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과
내항여객운송업의 경우 현행법상 경영권 변화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순히
산술적인 외국인지분제한만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 외국인
의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술개
발촉진법｣은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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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와 합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
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
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1. 현행 산술적 지분제한 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은 대부분
산술적인 지분제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의 목적
은 기간산업체의 경영권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산술적 외국인지분제한은 자본의 국적이 상실되어가
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정책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의 문제
산술적 지분제한 제도는 경영권의 변화가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업
종에서는,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내항
여객운송업의 경우 ｢해운법｣ 제17조에 의해 사업의 승계시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지만, 경영권 변화
에 대한 정부 인허가 규정이 없어 외국인의 내항여객운송업체 경영권 인수
가 가능하다. 또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도 내항여객운송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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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이브도어 사건처럼 산술적 지분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로텔레콤 경우이다.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외국인의제법인이며,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즉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허용된 총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고, 이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정부
와 외국인의제법인까지 포함된다.
기간통신사업의 49% 지분제한의 취지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만 허용
함으로써 나머지 51%는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어 외국인의 기간통신회사
경영권 장악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대주
주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49% 한도 내에서도 외국인이 얼마든지 기간통
신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기간통신사업의 49% 지분제한 규제가 과연 그 목적에 합당한가 하
는 점이다. 대다수 한국 재벌은 5% 미만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외국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외국계 금융자본인 뉴브
리지캐피탈이다. 뉴브리지캐피탈은 통신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금융자본으
로, 2003년 10월 AIG와 연합하여 하나로텔레콤의 39.6%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뉴브리지캐피탈이 하나로텔레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로통신의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서 당시 제1주주이던 LG
의 반대에 대항하여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결과였다. 하나로텔레콤의 사례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정부의 인허가 대상
이 아닌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 획득을 저해하는 데 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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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의제법인 문제
한국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방송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내법인이지만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제법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제법인은 외국인의 지분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10%
이상, 방송법에서는 50% 이상, 그리고 전기통신법에서는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 각각 정의되어 있다.
2003년 소버린은 크레스트 증권을 통해 SK(주)의 지분 14.99%를 확보하
면서 단일 주주로는 SK(주)의 최대주주로 등장하였다. 만약 소버린이 SK㈜
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였다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의제
법인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당시 SK(주)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였
는데, SK(주)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 상
한선을 넘게 되며, 이들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외국인의제법인의 정의에서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외국인의
제법인의 폭이 너무 제한이 되어 외국인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 또 그렇다고 외국인의제법인이 기준이 너무 낮을 경
우 SK 사태와 같이 국내인이 우호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국내법
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발생한다. 외국인에 대한 직접지분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외국인의제법인
정의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통방융합시대에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
2005년 10월 인터넷몰 사업자인 라쿠텐(樂天)은 주식공개매입을 통해 일
본 3대민방인 동경방송(TBS)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였다. 라쿠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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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측에 제시한 경영통합 내용은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자의 인프라
를 통해 사업부문 및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라쿠텐이 TBS를 M&A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
선 TBS는 후지TV와 달리 독보적인 대주주가 없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매
우 불안정하였다. TBS는 마이니치신문사가 최대 주주였지만, 1970년대부터
경영권에서 손을 뗀 후, 타 민방과는 달리 신문사 등의 특정 대주주가 없는
대신 다수의 소액주주와 외국계자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불안정한 지배구조
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타 방송사에 비해 부동산 등의 자산이 풍부하고 민
영방송사 중에서 브랜드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쿠텐의 적대적 M&A는 실패로 끝났으나 인터넷업계의 방송진출 시도는
통신․방송 융합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업무 제휴도 늘고 있다. 2005년 12월 NTT 도코모는 약 200억 엔을
투자하여 후지TV의 지분 3%을 인수한 후 업무를 제휴하였다. 일본에서 통
신업체의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참여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NTT 도코모는 새로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후지TV는 NTT도코모의
지분참여로 안정 주주를 늘리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최근 지상파 방
송국을 둘러싼 IT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
데, 최대 통신업체인 NTT 그룹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향후 일본의 통
신․방송 시장 융합이 한층 고속화될 전망이다.
일본 시장의 변화처럼 한국도 통방융합에 따라 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신과 방송간 융합의 대표적인 예
로는 IP-TV, 위성 DMB, 지상파 DMB 등이 있다. IPTV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을 바탕으로 기존의 TV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TV에 IP 셋톱박스를 장착하여 인터넷검색,
영화감상, 홈뱅킹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는 유선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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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명한 화질 구현을 위해서는 최소
VDSL(50Mbps) 이상의 고속전송망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각국, 홍콩 등
지에서 서비스 상용화 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VDSL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
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다.
DMB 서비스는 방송통신 간 융합의 시초가 되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기
기가 매우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외에 있거나 이동 중일 때
방송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도입 동기가 되었
다. DMB 서비스는 전송 매체에 따라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나뉜다.
SK텔레콤이 자회사 TU미디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상 방송센터에서
제작된 컨텐츠를 위성체로 보내 전국에 송출하는 서비스가 위성 DMB이다.
방송시장의 잠식을 우려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열
위를 우려한 후발 이동통신사들이 대응하여 추진한 것이 지상파 DMB이다.
위성 DMB는 그 동안 지상파 재전송의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다가
2005년 5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융합체계에서 인터넷기업, 통신기업, 방송사업자 간의 M&A는 피
할 수 없는 추세이다. 라이브도어의 NBS 적대적 M&A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방송사에 대한 적대적 M&A는 급성장한 인터넷기업이 막강한 자금력
을 동원하여 풍부한 콘텐츠를 지난 방송사를 지배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비해 현행 한국의 규제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
해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SO 및 PP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직접지분
제한은 49%인 반면, 위성SO의 외국인직접지분 제한은 33%이고 지상파방
송사의 경우 외국인지분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인 최대주주이면서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한 법인’으로 정의된 반면, ｢방송법｣에서는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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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법인’으로 정의되어 있다. 통방융합 시대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한국
의 규제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결국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향후 논의 방향
지난 2006년 6월 말에 최종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의 외국인직접지분 49% 제한은 협
상의 주요 쟁점이었다. 결국 외국인지분율 49%는 그대로 두고, 대신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
널사업자의 간접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상 과정 동안 국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채널사
업자의 외자제한 49% 철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국내 통신사업자들
과 방송채널사업자들은 49%의 외자제한이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투기자본에 대한 염려와 주권 훼손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이유로 이 49%의 외국인직접지분제한 철폐에 반대하였다.
외자제한 49% 철폐에 대한 반대는 기본적으로 지분제한 49%가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막는 데 유효한 정책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산술적인 외국인지분제한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수호하
는 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라이브도어 사건을
통해 살펴 본 것처럼 산술적 외국인지분제한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을 수 있
으나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제한
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산업은 정부 독점사업이거나, 혹은 그 산업내의 경영
권 인수 등은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산업이므로,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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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이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불가능하다.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 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지분제한이라는 산술적 소유의 개념으로의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
행사여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여부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정성적 규
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전력과 가스산업의 경우 경쟁체제로 개편되면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정부가 이 산업들의
경영권 변화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유지한다면, 정부의 동의없는 외국의 적
대적 M&A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요 항만과 공항의 경우 현재 공기업
체제로 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외국인투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민영화시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경영권 변화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대학이 외국
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고 있고, 경제학연구개발업 등 왜 외국인투자를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종이 일부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액슨-플로리오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
리가 크다. 또한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황금주, 차별의결권 등을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
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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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선진국 해외투자의 80%
이상이 M&A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를 활성화시켜야 한
다.46)
우리나라가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그 자생력을 키우고,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적대적 M&A가 성공한다는 것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투자가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
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최선의 경영권 방어대책이다.
M&A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
은 꽃피우게 된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
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
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필
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 시 공공이익을 위해 황금주47) 등을 도입하여 정
부가 보유하는 것은 인위적인 외국인지분제한보다 사회적 비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어책 구축이 될 수 있다. 영국․프랑스․스페
인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정유․통신․항공․은행 등 국가 기간산업의 공기업
이 민영화될 때, 정부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황금주를 발행하고 있다.

46) 한국증권연구원(2006)에 따르면 현행 M&A 방어법제 하에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실현되기 어
려운 상황이다.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내부의결권 비율은 평균
50.80%에 달하고 있고, 2005년 기준 코스닥 상장사를 포함한 1610개 상장기업의 내부 지분율도 30% 이상
인 기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47)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합병․이사해임 등 경영권에 직결되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적대적 M&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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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방어수단의 논의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방어수단이 무능한 경
영자의 지위 보전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어수단 남용 방
지에 대한 원칙과 규제방법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방어권
이 남용되어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황금주의 경우
경영권 보호의 강력한 수단이므로 일반 상장기업들이 이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적대적 M&A의 순기능
을 약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황금주를 도입할 경우 도입 요건
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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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전기전자

￭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 제외)․구동 기술
￭ PDP 패널 셀 구조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
(DPF, SCR에 한함)
자 동차
￭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철

강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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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분

야

국가핵심기술

￭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조

선 ￭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 조선용 ERP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원자 력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 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정보통신 ￭ 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 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

주 ￭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자료: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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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2007. 10. 1. 현재)
역
시내전화

무

사업구역 사업자수
사
업
자
전 국
3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부가서비스
전 국
2
㈜온세텔레콤, SK텔링크(주)
시외전화
전 국
5
㈜케이티, ㈜LG데이콤, ㈜온세텔레콤, 하나로텔레콤㈜, SK텔링크㈜
국제전화
전 국
5
㈜케이티, ㈜LG데이콤, ㈜온세텔레콤, 하나로텔레콤㈜, SK텔링크㈜
국내/국제
5
㈜케이티, ㈜LG데이콤, ㈜세종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이스트셋
국내
4
㈜LG파워콤, SK네트웍스㈜, 드림라인㈜, 한국전파기지국(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시외/국제
3
SK텔레콤㈜, 한솔아이글로브㈜, ㈜온세텔레콤
㈜데이콤크로싱
, 서울국제전화㈜, 삼성네트웍스㈜,
5
국 제
㈜대한리치, 일진씨투씨㈜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인터넷접속역무
전 국
8
(주)LG파워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인터넷전화역무
전 국
9
SK네트웍스㈜, SK텔링크(주), ㈜온세텔레콤, (주)한국케이블텔레콤
가입전신
전 국
1
(주)케이티
선박무선통신
전 국
1
(주)케이티
국제해사위성통신
전 국
1
(주)케이티
공항통신
전 국
1
케이티파워텔(주)
이동전화(셀룰라)
전 국
1
SK텔레콤㈜
개인휴대통신(PCS)
전 국
2
㈜LG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위성휴대/데이터통신(GMPCS) 전 국
2
㈜LG데이콤, 코리아오브콤㈜
전 국
1
㈜케이티파워텔
주파수공용통신(TRS)
㈜티온텔레콤(수도권, 대전․충남북), 이비텔레콤㈜(부산․경남),
지 역
5
대성글로벌네트웍㈜(대구․경북), 파워텔티알에스㈜(강원), 주TRS㈜(제주)
전 국
1
리얼텔레콤㈜
무선호출
지 역
3
서울이동통신㈜(수도권), 아이즈비젼㈜(부산․경남), ㈜센티스(대전․충남)
무선데이타통신
전 국
3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초고속무선인터넷
전 국
1
㈜LG데이콤
IMT-2000
전 국
2
SK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위성회선설비임대
전 국
1
SK텔레콤㈜
위치기반서비스
전 국
1
한국위치정보㈜
휴대인터넷
전 국
2
㈜케이티,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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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무

구 분

소속MSO

사

업

자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티브로드
(주)티브로드 천안방송,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주)티브로드
(13개)
동대문케이블방송,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주)티브로드 GSD방송, (주)티브로드 북부산방송
(주)씨엔앰, (주)씨앤앰구로케이블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동서울방송,
(주)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
C&M
(주)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10개)
(주)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쌔앤앰서초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CJ케이블 (주)씨제이케이블넷,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주),
(3개) 씨제이케이블넷영남방송(주)

SO
(66개)

인터넷접속역무
(지역 98개)

HCN
(7개)

(주)에이치씨엔, (주)HCN경북방송, (주)HCN금호방송, (주)HCN서초방송,
(주)디씨씨, (주)HCN부산방송, (주)HCN충북방송

큐릭스
(6개)

(주)큐릭스, (주)큐릭스광진성동방송, (주)큐릭스종로중구방송,
(주)노원케이블종합방송, (주)큐릭스대구방송,(주)큐릭스서대문방송

CMB
(4개)

(주)CMB광주동부방송, (주)CMB동서방송, (주)CMB대구동부방송,
(주)CMB대구수성방송

온미디어 (주)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4개) (주)동구케이블방송, (주)수성케이블방송,
드림시티
드림시티방송(주)
(1개))
(주)GS강남방송, (주)아름방송네트워크,주),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주)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 충청방송,
개별 SO
(주)한국CATV나라방송, 남인천방송(주), (주)제일케이블TV방송,
(18개)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금강방송(주), (주)서경방송, (주)GS울산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주)영서방송, (주)동서디지털방송,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주)동남네트워크, (주)미금유선방송, (주)진남케이블네트워크,
RO(9개)
경남디지털넷(주), (주)동남케이블네트워크, 수시스템(주), (유)다도네트워크,
(주)반송종합유선방송, (주)경남디지털넷
(주)강원네트웍스, (주)대전텔레콤, (주)부천종합네트워크,
(주)장승포케이블넷, 광양케이블네트워크(주), (주)넷티어, (주)의령네트워크,
(주)태백케이블방송, (주)하나케이블네트워크, (주)드림파워네트워크,
NO(23개)
(주)양인케이블네트워크, (주)연기디지탈네트웍, (주)신진네트워크,
수성방송(주), (주)대구종합유선방송, 인천음악방송(주), (주)하나방송,
(유)익산방송 익산넷, (유)새만금넷, (유)군산방송 우리넷,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주)진산케이블넷, (주)하나넷

주: * 총 사업자수: 133개사(복수의 역무를 제공중인 사업자는 1개 사업자로 계산)
자료: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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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장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율 현황

□ 모든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임.

- 기준연월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며 단위는 주, %임.

1. LG데이콤(015940)
순위

성명(명칭)

1

(주)LG

합 계

보통주

우선주

소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5,018,906

30.81

-

-

25,018,906

30.81

25,018,906

30.81

-

-

25,018,906

30.8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 SK네트웍스(001740)
보통주

우선주

소 계

순위

성명(명칭)

1

SK(주)

97,142,856

40.59

-

-

97,142,856

39.23

2

한국산업은행

29,764,491

12.44

1,818,124

21.95

31,582,615

12.75

3

(주)신한은행

23,185,162

9.69

1,415,734

17.09

24,600,896

9.93

4

(주)하나은행

13,468,764

5.63

822,719

9.93

14,291,483

5.77

5

한국수출입은행

12,725,295

5.32

777,305

9.39

13,502,600

5.45

합 계

176,286,568

73.67

4,833,882

58.36

181,120,450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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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텔레콤(017670)
순위

성명(명칭)

1

보통주

우선주

소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Citibank ADR

21,649,448

26.66

-

-

21,649,448

26.66

2

SK(주)

17,663,127

21.75

-

-

17,663,127

21.75

3

SK텔레콤

8,526,252

10.50

-

-

8,526,252

10.50

47,838,827

58.92

47,838,827

58.92

합 계

4. KTF(케이티프리텔)(032390)
순위
1
2

성명(명칭)
(주)케이티

보통주
주식수

지분율

소계

주식수

지분율

102,129,938 52.19

주식수

지분율

-

-

102,129,938 52.19

10.31

-

-

20,176,309

122,306,247 62.50

-

-

122,306,247 62.50

NTT DoCoMo, Inc 20,176,309

합 계

우선주

10.31

5. 하나로텔레콤(033630)
순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Newbridge Asia
24,767,899
HT, L.P.

10.66

-

-

24,767,899

10.66

2

AIF II NT, Ltd. 19,228,125

8.28

-

-

19,228,125

8.28

3

미래에셋자산운용 16,458,425

7.09

-

-

16,458,425

7.09

4

주식수

SSB-AOF NT

12,360,937

5.32

-

-

12,360,937

5.32

합 계

72,815,386

31.35

-

-

72,815,386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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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즈비전(031310)
순위

성명(명칭)

1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통형

248,017

18.63

0

0

248,017

18.63

2

임채병

144,146

10.83

0

0

144,146

10.83

3

이상오

140,102

10.52

0

0

140,102

10.52

4

이상순

133,302

10.01

0

0

133,302

10.01

665,567

49.99

0

0

665,567

49.99

합 계

7. LG텔레콤(032640)
순위

성명(명칭)

1

(주)LG

합 계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03,614,396

37.37

-

-

103,614,396

37.37

103,614,396

37.37

-

-

103,614,396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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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Effectiveness of Korean Regulations of
Foreign Capital as Defensive Mechanisms
against Foreign Hostile M&As
Yeongkwan Song and Junseong An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he hostile M&As by foreign
capital in Korean industries, which are subject to regulations of foreign
capital inflows. These include industries such as the defense, energy,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and airline industries. Most regulations of
foreign capital in Korea have the form of foreign capital ownership controls,
which could be circumvented, as we see in the Livedoor scandal in Japan.
Nonetheless, this report shows that Korean firms are not vulnerable to hostile
M&A attempts by foreign capital as long as those firms are in industries that
are under the regulation of foreign capital. This is not because the current
foreign capital regulations in Korea bypass the problem of ownership controls,
but because business activities like M&As are subject to government
authorization within those protected industries. The Korean economy needs to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to sustain its development into an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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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for Korea to clarify its foreign capital
policy objectives and to update its foreign capital regulations in many areas,
such as education, which require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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