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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M &A 節次의 개관

기업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M&A )은 통상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다. 제1 단계는 M&A의 기획 및 준비 단계로 매수회사(aquiring company )가 경영전략상

M&A를 계획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정비1)를 하는 시기이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수의

목표회사(target company , acquired company ) 후보를 물색한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매수회사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대상기업의 價値평가(valuation )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 인수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 방식과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한다.2)

제3 단계는 우호적인 M&A인 경우 매수회사가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의 주주, 경영진과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밀유지 약정서(confidentiality agreement ; CA )와 引受의향

서(letter of intent ; LOI)를 체결한 후 資産實査(due diligence invest igation )에 들어간다.

1) 우선 M &A 소요자금과 동원가능한 자금규모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자금조달의 편의와 危險의 분산

차원에서 매수회사를 별도의 子會社(paper company )로 설립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회사설립이 자유롭

고 規制가 까다롭지 않은 델라웨어州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M &A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매수회사 또는 대

상기업을 대신하여 M &A 전략의 수립, 대상기업의 탐색 및 기업내용 분석, 대상기업과의 교섭, 자금조달

방안 및 대금지급 계획의 수립 등 모든 M &A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단지 M&A 자금의 공여만을 담당

하는 은행도 매수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단기간의 주식매수 자금을 대출하는 브리지 금융(bridge
financing)이나 長期 베이스의 기업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디케이트 론 또는 정크 본드의 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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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상기업은 데이터룸을 설치하고 매각대상 자산 및 권리서류를 공개하는 등 실사작

업을 돕게 된다. 주식매수 또는 자산양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금을 지급

(closing )하고 인수회사의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II . M &A 의 法的인 고려사항

1. 法的 問題點의 검토

M&A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

의 거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바, 이들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마다 차

이가 있다. 법규정의 위반은 M&A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국제적인

(cross - border ) M&A를 추진할 때에는 상대국가3)의 M&A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가. 美國의 M&A에 대한 規制

미국의 경우 M&A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自由競爭을 저해하는 요소의 방지, M&A로

地位가 달라질 수 있는 株主의 보호, 企業의 自由로운 활동의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M&A의 결과 독과점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셔

먼 法(Sherm an Anti- tru st Act of 1890)으로 기업간의 공동행위와 독점행위를 금지하였

으며, 클레이튼 法(Clayton Act of 1914)으로 競爭을 저해하는 합병 및 株式·資産취득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의 매수를 규제하고 있다.

同法의 유권해석과 집행은 聯邦通商委員會(F ederal T rade Commission ; FT C)와 法務

部 독점금지국(Antitrust Div . of Dept . of Justice)에서 수행하는데, 하트- 스코트- 로디노

法(Hart - Scott - Rodino Antitru st Improvement s Act of 1976; HSR Act )에 의하여 M&A

의 당사자는 시장지배 관련자료를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FT C와 법무부(DOJ )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M&A 거래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市場

에 영향을 줄만한 독점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거래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처분

(injunction )을 구하거나 그 지분을 賣却(divestiture)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국의 심사기준4)은 M&A의 결과 시장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져 獨寡占 상태를 초래

3) 미국에서는 M&A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다. 聯邦 독점금지법, 증권법, 稅法 및

관련 州法이 매우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州의 기업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兩州의 州法이 모두 적용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4) 커먼로(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합병심사 기준이 成文法規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클레이튼法도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경쟁체제를 해칠 요소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기



하는지 수치를 이용하여 측정5)하게 된다. 다만, 自力更生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인수하거

나 규모의 경제, 생산의 특화, 유통의 효율화 등 플러스 효과가 경쟁제한의 마이너스 효

과를 능가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合倂되는 기업이 2개주 이상에

걸쳐 시장을 갖고 있거나, 합병당사자인 두 기업의 총자산, 매출액이 각각 100백만 달러,

1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M&A로 株主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적대적인 M&A

에 있어서는 흔히 경영진에 반기를 든 주주와 회사측간에 委任狀 대결(proxy war )이 벌

어지게 되므로 일반 주주를 기망·오도하지 못하도록 쌍방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회사측은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본사 및 계열사의 경영상황, 연차보고서를 주

주들에게 송부하고 위임장 요청서류는 사전에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반기를 든 주주측은 인적 사항, 재정적

배경, 고문변호사·회계사의 인적 사항 및 경력, 범죄사실 유무, 소유주식수에 관한 자료

를 SEC에 제출하고 委任사항 및 위임사유를 명시한 설명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여야 한

다.

公開買受를 제의(tender offer bid; T OB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

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① T OB 신청인은 인적 사항, 자금원, 매수목적, 소유주식수,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를 SEC에 10일내에 보고하고, ② 대상기업의 경영진은 T OB 사실

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T OB 신청인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하고 10일내에 贊反 태도를 표

명하거나 유보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T OB는 최소한 20일간 有效하여야 하며, 매

수희망 주식수보다 매각신청 주식수가 많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이를 매수하고 만일

미달하여 買受價를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각 신청한 주주들에게도

새로운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매각신청을 한 주주는 매수 확정전에는 매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다른 경쟁적 T OB가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법은 대부분 州法에 속한다. 이에 의하면 州

관할에 속하는 기업이 M&A의 主體가 될 때에는 이를 지원하고 타깃이 될 때에는 보호

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동일한 거래에 聯邦法과 州法이 다른 경우에 당해 州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미국내 경쟁기업이 연방법을 근거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州間의 이해가 상충되어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수

적이다.

이상의 法규정은 일차적으로 合倂(merger )을 대상으로 하는 바, 기업의 매수 또는 합

작투자(joint venture)도 합병의 한 형태로 취급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해외수출을 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92년 水平的 合倂 가이드라인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을 제정

하였다. 이 지침은 법원이 인정하는 법규범은 물론 아니지만 관계당국의 법집행 기준을 규정하였다는 점

에서 효력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대체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송하성/ 정세훈, 미국 경쟁법 가이

드 , pp.56- 58, 한국경제연구원 미국경쟁법 설명회자료, 1998.5.19.
5) FT C/ DOJ의 수평적 합병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시장의 범위(market definition),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시장진입의 난이도(entry barriers ), 시장영향(competitive effects ), 효율성 기타 예외인정



한한다면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是正조치를 받게 된다.

나. 우리나라의 M&A에 대한 規制

현행 법제상 M&A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며 거래소의 주식시세가 비정상적이

거나 우호적인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개별자산을 양수하는 형태가 선호된다. 대상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에 의한 출자전환(debt/ equity sw ap)도 가능하다. 그 결

과 M&A는 합병, 영업양수, 주식인수, 채권양도 등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

해 商法, 證券去來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公正去來法 또는 공정

이라 함) 등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6)

合倂의 경우 상법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에 따른 제한(상법 §174②,

§600①②)이 있고, 설립중의 회사, 해산중의 회사(상법 §174③)에 대한 제한이 있다. 공정

거래법상으로도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의 합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공정 §7①iii). 이는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이다(공정령 §13, §14).

경쟁제한적인 합병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 체결후(합병계약에 대한 주총 또는 이사회의 승인후;

상법 §522)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정 §12, 공정령 §18①). 上

場법인과 非上場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비상

장법인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증권 §190).

M&A는 營業讓受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營業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有機的 一體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하며, 구성 재산에 다소 증감변동이 있

더라도 영업의 同一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공정 §7①iv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정 §12④).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 §190의2②).

가장 보편적인 M&A 방식으로 행해지는 株式의 인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내

지 채권자보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일응 獨立性을 유지하는 대상기업의

經營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일정 거래분야

에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및 소유가 제한되고(공정 §7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企業結合 신고를 하여야 한다(공정 §12①④, 공정령 §18①). 또 관계회사간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서로 보유하는 相互出資도 금지된다(상법 §342의2, §369③; 증권

§189; 공정 §9). 한편 敵對的인 株式買受를 막을 수 있도록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대

량 보유하게 된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그 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증



권 §200의2①).

IMF 체제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이 국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적정 평가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식으로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예가 많다. 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산가치가 아닌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정부당국에서도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까닭이다.7)

이러한 채권양도는 대상채권의 매매계약과 그 이행행위로서 對抗要件(민법 §450)을 갖

춘 채권양도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8) 은행이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채권양도

의 방법으로 대상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은행법상 허용되는 은행업무로 보는 이유는

M&A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가 철폐된 오늘날 담보권 실행 또는 회사정리·화의절차에

있어서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그 수익가치를 고려해 대출채권 원금 이하의 가액으로 매각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니고

어느 정도 統制가 필요한 만큼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理事會의 의결 내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價値評價 방법

현금흐름 할인법

수익가치법 배당환원법

내재가치 순이익환원법

평 가 순자산가치법

자산가치법 청산가치법

대체원가법

상대가치 유사기업 비교법

평 가 주식시장가치 비교법

7) 산업은행은 이러한 부채탕감 방식으로 한라펄프제지를 미국 보워터사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였다. 금융기

관의 입장에서는 100억원의 대출금을 10년후에 받는 것보다는 50억원만이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것이 현금

흐름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은행, 대상기업, 인수자 모두에

게 유리한 Win- Win 게임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현시점에서 손실의 실현을 꺼리

는 일부 은행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 부실경영·부실대출의 책임을 주주와 예금자들에게 떠넘

기고 國富는 외국 기업으로 옮아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1998.5.7; 조선일보

1998.4.20자.
8) 이 경우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은 직접적으로 채권관계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準

物權행위로 본다. 그런데 대상채권의 이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assignment ) 외에 更改(novation)와 대출

채권의 참가(loan participation) 방법이 있다.

① 채권양도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담보권과 함께(민법 §361)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449), M&A

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확정일자 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경개의 경우 기존 제3자의 제공 담보는 제공자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하는 문제가 있다(민법 §505).
③ 대출채권 참가의 경우 채권원리금 수취권만 이전하고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결



2. 紛爭의 예방

M&A는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벌어지는 法的인 행위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상대방의 善意, 솔직성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각종 계약서를 철두철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9)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서 M&A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지만 제도상의 미비로 분쟁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M&A , 특히 적

대적 M&A는 복잡한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M&A 관련법규들은 아직까지도 정부당국의 자의성이 개입

할 여지가 많고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법규 위반의 위험성마저 불가피해 보

인다. 또 투자자의 이익보호라는 名分에서도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된다. 적대적 M&A

의 양대 실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매수(T OB)와 의결권대리(proxy ) 행사의 경우에

도 세부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인식도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사전·사후적으로 치밀한

법적 검토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M&A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도 종종 벌어진다. 그러므로 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개회사의 성격이 예금, 대출, 회사채 인수를 수반하는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M&A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띠끄인지, 또 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변수를 고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0) M&A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 보수를 받

는 성공보수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을 사고 파는 계약 외에 지분관리나 경영권 방어 컨

설팅 등 자문업무는 처음부터 수수료를 결정하고 출발한다.

한편 M&A 거래에는 법률회사와 회계법인도 참여한다. 변호사는 각종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적대적 M&A에 있어서는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인회계사는

M&A 중개에서부터 자산 및 재무상태 실사, 향후 경영전략 등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담

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M&A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인수예정인 기업에 대

한 재무상태, 자산규모 등을 실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11)

미국이 M&A를 통한 산업재편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한 것도 공정한 룰이 마

련되어 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되어야 하

며, 일반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시장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정책당국의 공동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9)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T he w rit ten contr act is your only assurance of compliance. 라 할 수 있다.
10) 우리나라에서 중개수수료는 대체로 거래가액 10억원까지 3%(최소 3천만원), 10- 100억원 2- 3%, 100- 500

억원 1.5- 2%, 500- 1000억원 1- 1.5%, 1000억원 초과시 1%로 책정되고 있다. 채무인수 조건인 경우에는 부

채 금액의 일정률 또는 총자산의 0.5- 1%로 한다. 매일경제신문 97.1.22자.
11) 변호사 수수료는 시간제(시간당 150- 300달러)로 계산하는데 투입예정 변호사의 수와 시간을 감안해 수

수료를 미리 정하거나 대략 계산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공인회계사 수수료도 투입인원 및



3. M &A 關聯法規의 이해

M&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M&A를 둘러싼 기업환경 및 재무관리는 물론 관련법

규에도 능통해야 된다. M&A 관련법규는 상법중 회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 걸쳐 있으며, 대상기업이 자금난에 처해 있을 때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M&A 관련법규는 형평과 평등, 공정성에 입각하여 해석 운용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私募 CB의 경우 현 경영진을 선임한 과점주주들이 CB를

개인적으로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지분율을 높이는 데 쓰여 왔다. 그러나 발행주

식수를 증가시켜 주가 하락을 가져오고 株當 純利益(earning per share)을 감소시키므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는 상법상 株主平等의 원칙 위반이며 공개기업을 사유

화함으로써 여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모 CB 발행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형성하여 전환가격을 낮춘 후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얻는 시세조종의 사례마저

있다.

따라서 M&A 관련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운용되어야 한

다. 그래야만 공개기업의 경영권 다툼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본연의 리스트럭처링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12)

4. LBO와 擔保 문제

LBO(leveraged buyout )란 기업을 인수할 때 대상기업의 資産 및 收入(cash flow )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수회사가 소요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자기자금만 가지고 投資의 지렛대(leverage)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

진 이름이다. LBO 금융은 오직 대상기업의 담보가치 및 캐시플로를 보고 이루어지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흡사하다.13)

그러므로 LBO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기업이 일관되게 양호한 캐시플로를 유지

하여 債務변제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② 대상기업의 자산이 차입액을 웃도는 처분가치를

지녀야 하며 ③ 貸主들이 대출기간중 담보자산 가치의 변동을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통상 LBO를 위한 자금조달은 단기의 回轉신용(evergreen revolver )과 장기 차입금으

로 이루어진다. 매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단기간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하며 만기가 자동

연장(evergreen )되는 회전신용은 대상기업의 유동자산을 담보로 한다. 융자금액은 재고,

매출금 등의 가액을 계절적 요인, 경기 등을 감안, 일정 비율로 할인하여 정하게 된다.

12) 성백진(서울 M&A 사장), 한국경제신문 97.7.21자.
13) 이에 대해 MBO(m anagement buyout )란 사업부나 계열사의 임직원이 중심이 돼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

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으로서는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인원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대기업과 MBO로 분리된 기업간의 관계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로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과잉인력을 해당 임직원의 반발없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MBO
와 사내벤처를 통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98.7.28(5면),



장기 차입금은 인수에 성공한 대상기업의 고정자산에 先順位 담보권(fir st lien )을 설정하

는데 차입금액은 資産 時價의 70∼80%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서는 在庫 등의 유동자산에 대하여 浮動담보(floating charge)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하면 채무자의 모든 動産에 대

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적법한 등록(filing )을 필하면 채무자가 장래 취득할 동

산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가공을 거쳐 완제품이 된 후에도 제품상에 담보권이 존

속한다. 만일 팔리더라도 판매대금 위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I . M &A 契約書의 검토

1. M &A 계약서의 종류

매수회사가 수행하는 M&A 업무는 M&A 실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대상기업 및 사

업부문의 확정→대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중개기관과의 거래의뢰 및 수수료에 관

한 약정→대상기업의 가치평가 및 재무제표 검토→LOI 및 비밀유지 약정 체결→거래조

건의 협상→최종 인수 계약서 작성→M&A후 통합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서 보듯이 M&A를 실행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각종 약정체결 및 다큐멘테이션 작업이

거래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즉, 거래진행 단계에 따라 거래를 중개하는 투자은행과의 업무협약(cooperation

agreem ent ), 仲介기관에 대한 거래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약정(retaining agreement ), 대

상기업에 기업인수의 의사를 밝히는 인수의향서(LOI), 거래협상 과정에 나타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비밀유지 약정(CA ), 매수회사와 대상기업간의 최종 引受계약서

(acquisit ion agreement , sale and purchase agreem ent )를 순차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호적인 기업인수를 가정하고 매수회사와 대상기업, 중개기관 사이에 체결

되는 주요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들 계약서는 물론 專門辯護士들

이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M&A 거래과정에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상

당한 법률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去來의뢰 약정

중개기관(투자은행 또는 銀行)이 주선하고자 하는 M&A 거래의 예상조건을 매수회사

에 제시하면 매수회사는 주선을 정식으로 의뢰(m andate)한다. 이 때 다른 금융기관을 배

제하고 독점적(exclu sive)으로 거래를 의뢰하는지, 引受對象을 특정하는지 명시한다.

아울러 手數料를 정액제(flat retainer )로 할 것인지, 아니면 去來성사후 보너스를 지급

할 것인지 합의한다. 거래를 주선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출장비, 통신비, 조사비 등

자체적으로 지출한 경비(out - of- pocket expenses )를 매수회사로부터 보상받도록 하고, 만



일 거래가 잘못되어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에도 중개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免責조

항(indemnification clause)을 두어 만전을 기한다.

3. 引受意向書

매수기업이 특정 기업을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인수할 것인지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며,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라고도 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에 앞서 보증금(deposit )의 예치 또는 진술·보장 등 계약의 요소(consideration )를 갖추

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LOI는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없는(not binding )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당사

자간의 구두 합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거래의 기본조건 - 기업인수의 방법, 매매계약

체결시한, 비밀유지 약정, 제3자와의 거래 중지(이른바 No Shop provision ), 비용부담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단 LOI를 발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

락하면 양 당사자간에 M&A의 현실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인 의무가 발

생하고 비밀유지 약정의 체결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4. 秘密維持 약정

인수대상인 회사와 교섭을 진행할 때 거래과정에서 입수하게 될 모든 기업정보, 특히

재무자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거래조건도 비밀로

하고 대상기업 경영진의 동의가 없는 한 주식의 공개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

한다. 대상기업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기업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두기도 한다.

5. 引受계약서

引受계약서(acquisition agreement )는 M&A 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약이다. 거

래 내용에 따라 출자인 경우에는 投資계약서(investm ent agreement )라 하고, 주식의 매

수 또는 합병인 경우에는 각각 引受계약서(purchase agreement ), 合倂계약서(merger

agreem ent )라고 한다.

기업매수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

가 있다. 미국에서는 계약 내용이 복잡한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것만

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수회사가 직접 계약서안을 작성하

여 교섭에 임해야지 이를 상대방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상대방이 만들어 오는 계약서안

은 조건교섭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毒素조항을 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조항은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 arrant ies )에 관한 것이다. 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예컨대 재정상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GAAP )을

명시하고, 前期 회계감사 이후 중대한 변동(m aterial adver se change)이 없었으며, 本 거



래로 인하여 다른 채무불이행(default )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政府당국의 인·허가에 이

상이 없으며, 어떠한 소송도 계류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보장하게 한다.

또 거래대상 자산목록을 공개하게 한다. 즉 유동자산, 고정자산, 특허권, 상표권, 보험

증권, 대출약정, 투자증권을 망라하여 공개(catch - all disclosure)시키고 중요한 노사합의

사항도 매수회사측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수계약 체결 이후 거래를 완결할 때

까지 기업가치를 변동시키는 자산의 처분, 담보설정, 채무부담, 이익배당을 하지 않겠다

는 대상기업측의 약속을 포함시켜야 한다.

매수회사로서도 이와 비슷한 진술 및 보장을 한다. 만일 이러한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나 중요사실의 은폐(misrepresent ation )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損害를 배상하게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實地調査

(on - site in spection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