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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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상장기업 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등을 고찰한다. 이
를 위해, Larson and Gonedes(1969), Conn and Nielsen(1977) 등이 제안한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Larson and Gonedes(1969),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삼성물산 합병의 합병비
율 협상 범위는 최소수용 합병비율(minimum acceptable exchange ratio)인 1:0.34에서 최대허
용 합병비율(maximum allowable exchange ratio) 1:0.4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1:0.35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1:0.34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므로 최소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실제 합병비율이 최대허용 합병비율인 1:0.4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국 합병
시너지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가져가고, 반면에 지배주주
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이 법 제정 의도와는 달리 결코 효과적인 소수주주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 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된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자본시장법의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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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The exchange ratio represents the number of shares that the acquiring firm offers in
exchange for one share of the target firm. This ratio is critical since it does not only
determine how the possible synergy gains are shared between the two firms involved,
but it also determines whether the wealth positions of the parties will experience
improvement or diminution as a result of the proposed merger.”
Weston, 1969
본 연구는 M&A와 관련된 법제도적 측면에서, 즉 합병비율, 자사주 처분, 기관투자
자의 의결권 행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한 제일모직주식회사(이하 “제일
모직”으로 칭함)와 구(舊)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으로 칭함)와의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이라 칭함) 사례를 통해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
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칭함) 시
행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합
병비율 결정모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 합병비율을 추정하는 이
론적 논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
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Larson and Gonedes, 1969; Conn and Nielsen,
1977; Yagil, 1987; Bae and Sakthivel, 2000).
삼성그룹의 계열기업인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같은 계열기업인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며, 존속회사의 상호명은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통합 삼성물산”으로 칭
함)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공시하였다. 양사는 이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
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를 결합함으로써 매출 및 이익 증대 등 외형성장을 추구
하고, 동시에 신규 유망 사업의 발굴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1) 합병안의 핵심 사항인
보통주 합병비율(exchange ratio)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양사의 합병가액을 제일모직 보통주 159,294원, 삼성물산의 보통주
55,767원으로 각각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1:0.35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
산의 보통주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Elliott
Associates L.P.(이하 ‘엘리엇’으로 칭함)가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합병목적의 부당성
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9일에 총
1)

2015년 6월 30일자 제일모직의 ‘투자설명서’ p. 38 참조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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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6월 10일에는 삼성물
산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하였다. 이에 엘리엇
은 6월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7월 1일 엘리엇
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7월 7일에는 주식처
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하였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창업자 가족인 지배
주주가 이미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경우는 지배주주가 확보한 우호 지
분은 약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삼성과 엘리엇 양측은 합병 찬반을 둘러싸고 국민연
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위임장 경쟁(proxy fight)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에 필요한 출석주
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국민연금
은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직
접 결정하고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2015
년 7월 17일에 개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양사 모두 합병계
약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엘리엇을 비롯한 대다수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소수주주 및 블랙록(Black Rock),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주
요 외국인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합병 승인 안이 무사히 통과되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쟁점 중에서도 핵심은
합병비율의 공정성이었다. 삼성물산 경영진 측에서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령은 강행규정
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위법이다. 또한 주가는 당해 기업의 주식가치
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합
병비율을 정할 경우 투자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주가
를 기준으로 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시
가보다 낮다고 해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삼성물
산, 2015). 반면에, 엘리엇 측은 “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것이
나, 위 각 조항은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이를
따랐더라도 반드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합병가액과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시장가치 이외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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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비율은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pp. 3-4).
삼성물산 합병 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고 양사가 통합 삼성물산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상장법인들이 과거 증권거래법령이 시행되던
때부터 상장주식의 시가에 근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해왔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
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기준은 이제 시장참여자들이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
어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화진, 2015;
김정호, 2016; Shin, 2015).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서 주가조작이
나 내부자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합병공시일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합병비율이 좌우되는
등 시가만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시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을 완화하거나 혹은 다양한 기업
가치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를 폐
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김희준, 2015; 정윤모,
2016; 이훈종, 2017; 박경서 외, 2017). 이뿐만 아니라,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
면 합병당사 기업의 합병가액은 해당 기업의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합병가액 산정 기간이 너무 단기라 기업집단 내의 계열기업 간 합병의 경우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합병가액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인위적 주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정민, 이은정, 2015; 김희준, 2015;
김건식, 2015).
최근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정부의 재벌개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SK, 현대자동차 그룹 등은 계열기
업 간의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거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계열기업
간 합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를 위
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을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합병 이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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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간 합병의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 방법에 관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 등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
행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제Ⅳ장에서는 합
병비율과 관련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합병 평가의 주요 요인: 시너지와 합병비율
합병당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합병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해당
한다. 따라서 양사는 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해 합병기업(acquiring firm)은 양(+)의
NPV를, 합병대상기업(target firm)은 양(+)의 프리미엄을 각각 얻을 수 있는 합병만을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당사 기업들이 합병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Myers(1976)가 제시한 합병
평가의 분석 틀(framework)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기업 B를 주식교환
(stock swap)을 통해 흡수합병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 A와 기업 B의 주식
교환비율 즉 합병비율은  라고 표시한다. 또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두 기업 모두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무부채기업이며,2) 현재 양사의 시장 주가는 내재가치와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이 때 합병기업인 기업 A의 관점에서 합병의 이득(benefit)은 다음
식 (1)에서와 같이 합병 이후 합병기업(merged firm)의 총 현재가치에서 합병 이전의
개별기업 가치의 합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이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synergy)를 의미한다.

   ≡ ∆  ≡         
여기서,
2)

(1)

∆   시너지

합병이 합병당사 기업의 부채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Kim and
McConnell(1977)의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무부채기업을 대상
으로 합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더라도 심각한 이론적 결함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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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가치
   합병 이전 합병기업 A의 가치
   합병 이전 합병대상기업 B의 가치
한편, 합병기업 A의 관점에서 합병의 비용(cost)은 합병대상기업 주주에게 실제로 지
불한 금액과 합병 이전 개별기업으로서의 기업 B의 가치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일 경우, 합병 비용은 다음 식 ⑵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는 합병기업인 기업 A의 관점에서는 합병비용이지만, 합병
대상기업인 기업 B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target premium)으로 볼 수 있다.

 
          
    

(2)

여기서,   합병비율

   합병 이전 합병기업 A의 발행주식수
   합병 이전 합병대상기업 B의 발행주식수
주식교환에 의한 합병 시에 합병기업의 NPV는, 다음 식 (3)에서와 같이, 식 ⑴과 식

⑵에서 각각 정의한 합병이득에서 합병비용을 차감한 값이다.
 
                           
    

(3)

합병기업은 식 (3)에서 정의한 합병 NPV가 양(+)일 경우에만 합병을 추진해야 하
며, 반면에 합병대상기업인 기업 B의 경우는 식 ⑵에서 정의한 프리미엄이 양(+)일
경우에만 합병에 응해야 한다.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가치인    가 합병 이전의 개
별기업 A와 B의 가치에다 시너지( ∆  )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식 (3)의 합병기
업 NPV와 식 (2)의 합병대상기업의 프리미엄도 모두 시너지( ∆  )와 합병비율(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합병기업 NPV와 합병대상기업의 프리미엄은 둘 다 모두
시너지와 합병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합병당사 기업들이 합병의 경제적 타당
성을 검토할 때 평가의 두 핵심 요인인 시너지와 합병비율이 합병기업 NPV와 합병대
상기업의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것은 곧 합병 평가 시에 시너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합병비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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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합리성만을 분석하는 것은 합병 의사결정의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도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시장 인식에도 불구하고 합병 공시일에 삼성물산 주가가
약 14.8%까지 급등한 것은 바로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3)

2. 합병비율의 결정
합병비율(exchange ratio)이란 주식교환에 의한 합병에서 합병대상기업의 주식 1주
를 합병기업 주식 몇 주와 교환할 것인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합병비율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너지와 함께 합병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이다. 왜냐하면 합병비율은 시너지를 합병당사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
정할 뿐만 아니라, 합병 결과 양사의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
의 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Weston, 1969; Bae and Sakthivel, 2000). 이와 같이, 합
병비율은 단순히 합병당사 기업들이 독립기업으로서 갖는 보통주 내재가치의 비율만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기대되는 시너지와 시너지에 대한 양사의 상
대적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Larson and Gonedes(1969)와 Yagil(1987)은 각각 합병 이후의 기대 주가수익비율
(p/e ratio, 이하 PE라고 칭함)과 배당성장률(dividend growth)을 기반으로 한 합병비
율 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Conn and Nielsen(1977), Conn, Lahey and
Lahey(1991), Cooke, Gregory and Pearson(1994)과 Bae and Sakthivel(2000) 등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실제 합병 사례를 대상으
로 합병비율 결정모형의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Bae and Sakthivel(2000)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Larson and Gonedes(1969)의 PE모형이 Yagil(1987)의 성장
률모형에 비해 합병비율이 합병당사 기업 주주들의 상대적 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교
환에 의한 합병에 있어서 적정 혹은 합리적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Larson and
Gonedes(1969)의 PE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Larson and Gonedes(1969)는 기본적으로 합병 의사결정의 목표를 주주 부의 극대
화에 두고 있다. 이들은 주주 부의 극대화 목표 하에 합병당사 기업들의 부의 수준이
3)

합병시너지는 사전적으로 시장 주가 반응을 이용하여 합병기업과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부의
변화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으로 인한 합병당사 기업의 주주 부의 변화
를 추정하기 위해 해당 합병에 관한 주요 뉴스로 인해 초래된 개별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
을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Bradley, Desai, and Kim,
1988; Ruback, 1983; Lys and Vincent, 1995; 정형찬, 199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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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며, 또한 양사의 부의 수준이 합병 이전보다 증가하는 합리적 합병비율
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Larson and Gonedes(1969)의 PE모형
에서는 합병당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직접적으로 기대 PE의 관점에서 합병기업의 미
래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합병 초기에
즉시 발생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합병기업은 주주 부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식 (3)에서 정의한 합병
NPV가 양(+)일 경우에만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이 조건은 곧 다음 식 (4)에서처럼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주가가 합병 이전의 주가보다 커야만 충족된다.

 
                        →      
    

(4)

그리고 만약 다음 식 (5)에서처럼    가   와 같다면 합병으로 인한 합병기업의 주
주 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식 (5)가 성립할 경우 합병기업의 주주들이 허용 가능한 최대 합병비율 즉 합병대상
기업의 주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대허용 합병비율(maximum allowable exchange
ratio)은 다음 식 (6)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6)



    합병기업의 관점에서 최대허용 합병비율

    합병기업의 기대 주가수익비율(expected p/e ratio)
   합병 이전 합병기업 A의 당기순이익
   합병 이전 합병대상기업 B의 당기순이익
한편,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는 식 ⑵에서 정의한 프리미엄(target premium)이 양(+)
일 경우에만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이 조건은 곧 다음 식 (7)이 성립할 경우에만 충
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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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식 (7)이 성립할 경우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이 부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최소수용 합병비율(minimum acceptable exchange ratio)    은 다음 식 (8)과 같
이 도출할 수 있다.

  

    
             

(8)

위의 식 (6)과 식 (8)에서 정의한 최대허용 합병비율과 최소수용 합병비율은 모두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기대 주가수익비율(expected p/e ratio)인    의 함수이며, 나
머지 변수들은 모두 합병 의사결정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만
약 합병당사 기업의 주주들이 주주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투자자라면, 이들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양사의 경영진들은 협상을 통해 주어진    추정치에 따
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인    와    사이의 특정 값으로 실제 합병비율
을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위치하는 어떤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이 이루
어지더라도 합병기업과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은 모두 합병 이후 부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합리적 합병비율이 단순히 합병
당사 기업 주식의 내재가치 비율(     )과 같은 단일 수치로 추정하는 점 추정치
(point estimate)가 아니라 경계조건인    와    사이에 존재하는 구간 추정치
(interval estimate)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1>은 지금까지 설명한 합병비율의 결정방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 즉 <그림 1>은 합병기업이 최대로 허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와 합병대상기업
이 최소한 요구해야 할 합병비율인    등이 각각 합병기업의 기대 PE와 어떠한 관
련성을 갖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는 식 (6)에 의해 기대 PE와
우상향 선형함수로,    은 식 (8)에 의해 쌍곡선(hyperbola)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Larson and Gonedes(1969)에 의하면, 합병당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정상적인 협상 과
정을 통해 최종 합의한 실제 합병비율인   는 반드시 <그림 1>의 제Ⅰ사분면 내에
위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 제Ⅰ사분면은   가    와    사이에 존
재해야 한다는 합병당사 기업의 경계조건과 일치하는 영역이며,   가 이 영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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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식교환 합병에서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
아래 그림은 합병기업이 최대로 허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와 합병대상기업이 최소한 요구해야 할 합병
비율인    등이 각각 합병기업의 기대 PE(p/e ratio)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
다. 그림에서   는 식 (6)에 의해 기대 PE와 우상향 선형함수로,    은 식 (8)에 의해 쌍곡선
(hyperbola)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점 C는   와    그래프의 교차점을 나타낸다.




Ⅱ

M
y



Ⅲ

Ⅰ
y

C

Ⅳ

y

N

PE




PE

결정되면 양사의 주주들은 결코 합병으로 인한 부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가 양 극단인    와    을 피할 경우, 즉 실제 합병비율이

          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양사 주주들이 모두 부의 증가를 누릴 수 있
게 된다. 이에 반해,   가 제Ⅱ, Ⅲ, Ⅳ사분면 내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합병당사 기업
중 적어도 한 기업은 부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제Ⅱ사분면(제Ⅳ사분
면) 내에서는 합병기업(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이 부의 감소를 겪게 되는 반면에, 제
Ⅲ사분면에서는 양사의 주주들 모두가 부의 감소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제Ⅰ사분면
은 합병비율과 합병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병당사 기업 중 어느 한 기업
도 부의 감소를 겪지 않는 합리성의 영역(area of rationality)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Conn and Nielsen, 1977).
만약, <그림 1>에서처럼,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예상 성장률과 위험을 고려해 기대
PE를   로 추정했을 경우, 합병기업의 관점에서 최대로 허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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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점 M과 합병대상기업의 관점에서 최소한 수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에 해당하는 점 N 사이에 있는 모든 합병비율은 합병당사 기업 주주 부의 불변
조건(wealth constrain)을 충족한다. 이 경우 실제 합병비율   가 직선 [M, N]의 범
위 내에서 결정되면 양사의 주주들은 결코 합병으로 인한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대 PE가   로 주어졌을 경우, 합병비율의 구간 [M, N]은 합병당
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상호 협상을 통해 실제 합병비율을 결정하게 될 협상 범위
(bargaining range)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협상 과정을 거쳐 양사의 경영진들이 최
종적으로 합의하게 될 실제 합병비율은 양사의 상대적 협상력(relative bargaining
power)과 시너지에 대한 각 기업의 상대적 기여도(relative contribution)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Larson and Gonedes, 1969).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 합병비율이란 결국 어떤 일방의 기업 주주들도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예, <그
림 1>에서 합병비율 구간 [M, N]) 내에서 합병당사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협상을 통
해 시너지 창출에 관한 개별기업의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결정 방식이다. 반면에, 합병비율이 합병당사 기업의 내재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혹은 합병 공시 이전의 시가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 등은 모두 합병비율의 이러
한 주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결정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합
병비율이 양사의 주식 내재가치의 비율로만 결정될 경우 즉        일 경우, 두
기업 간의 시너지의 배분은 다음 식 (9)에서와 같이 합병 전의 양사의 기업가치, 즉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합병당사 기업들의 협상력과 시너지
창출의 상대적 기여도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 

(9)

물론 예외적으로 <그림 1>의 직선    와 쌍곡선    가 서로 교차하는 점 C에서
와 같이 통합기업의 가치    가 합병 이전의 개별기업 가치   와   의 합과 정확
히 일치해 시너지가 0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합병비율은 합병 이전 두 기업의
주가 비율인     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시너지가 0이 아닌 즉 통합기업의 기
대 주가수익비율    가 점 C 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시너지가 양(+)인 일반적인 합
병에서는 합병비율을 단순히 합병 이전 두 기업의 주가 비율인      에 의해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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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
[    ,    ] 내에서 양사의 시너지 창출의 상대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협상에 의
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Ⅲ. 삼성물산 합병 사례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이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합병비

율의 공정성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사안은 아니며, 이 문
제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2018년 11월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 칭함)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
오’로 칭함)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4)
자본시장법은 불공평한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제17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상장회사 간의 합병 시 합병가액을 산정하
는 기준을 다음 <표 1>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사회
는 이 규정에 따라 각각의 보통주 합병가액을 삼성물산 55,767원, 제일모직
159,294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비율을 1:0.35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해,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영회계법인에 의
뢰해 작성한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물산 보통주 1주당 100,597원 내지
114,134원, 제일모직 63,353원 내지 69,942원이 적정 주가라고 주장하며, 이에 비해 삼
성그룹 측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산정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은 너무 저
가이고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은 너무 고가여서 이를 토대로 산정한 합병비율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증선위가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과대평가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
하기 위한 의도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충분한 논점이
있고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19년 1월 22일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경영자 해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수정 등 증선위
의 행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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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
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
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엘리엇이 법원에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보통주의 적정주가를 기초로 합병비율
을 산정할 경우 합병비율은 약 1:1.43 내지 1:1.8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
것은 삼성그룹 측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산정한 합병비율의 약 4배 내지
5배에 달한다. 이 이외에도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 합병비율로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
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1:0.9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0.4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 팀은 1:0.46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제Ⅱ장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의 합리적 협상 구간을 결정하는 Larson and
Gonedes(1969) 모형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합병기준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과 엘리엇,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 등이 제시한 합
병비율의 이론적 합리성(rationality)을 함께 검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Larson and
Gonedes(1969) 모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합병기업인 제일모직 주주들이
최대로 허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와 합병대상기업인 삼성물산 주주들이 최소한
수용 가능한 합병비율인    등을 각각 추정한다. 그런 다음, 삼성그룹과 ISS, 국민
연금 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Larson and Gonedes(1969) 모형의 합리적 협상 범위인
[    ,    ]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이 협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6)과 식 (8)에서 각각 정의한 최대허용 합병비율

   와 최소수용 합병비율    은 모두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기대 주가수익비율
(expected p/e ratio)인    의 함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합병 의사결정 시점

- 12 -

에서 관찰 가능한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를 충분히 반영한 통합 삼성물산의 사후 주가수익비율(ex post PE ratio)    를 실
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시너지가 반영된 제일모직의 공시월 평균주가를 이용하여
Conn and Nielsen(1977)이 제시한 다음 식 (10)에 의해 사후    를 추정한다.

공시월의 평균  
    
          ×   

(10)

여기서, “공시월의 평균   ”는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된 공시월
(2015년 5월)의 평균 주가를 의미하며, 이때 평균 주가는 해당 월의 보통주 최고가
(high price)와 최저가(low price)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는 실제 합병비율인 0.35를
의미한다. 또한 식 (6)과 식 (8)에서의   와   는 합병의 공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합병당사 기업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최초의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4월
15일 이전 3개월간(2015년 1월 2일에서 2015년 3월 31일까지)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으로 추정한다.
다음 <표 2>는 Larson and Gonedes(1969)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
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인
[    ,    ]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 추정
아래 표는 Larson and Gonedes(1969)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삼성
물산 합병에 있어서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인 [   ,    ]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허
용 합병비율   는 식 (6)에 의해, 최소수용 합병비율    는 식 (8)에 의해 각각 추정하였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147,500 (원)

 56,650 (원)

 4,550.72 (억 원)

 2,855.19 (억 원)

 135,000,000 ㈜

 156,217,764 ㈜

공시월의 평균  164,750 (원)
공시월의 사후 추정  42.19
최대허용 합병비율  0.49

최소수용 합병비율  0.34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L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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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nedes(1969)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삼성물산 합병의 합리적 합
병비율의 협상 범위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인 0.34에서 최대허용 합병비율(    )
인 0.4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를 고려할 때, 삼성그
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기준에 의해 추정한 합병비율인 0.35와 한국기업지배
구조원이 추정한 0.4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 팀의 0.46 등은 협상 범위
내에 존재하나, ISS의 0.95와 엘리엇의 1.43 내지 1.80 등은 최대허용 합병비율을 초과
해 협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실제 합병비율인
0.35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인 0.3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림 1>의
합리적 합병비율 영역인 제Ⅰ사분면 내에 위치하고 있어 최소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합병비율이 최대허용 합병비율(    )인
0.4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국 합병시너지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지분
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가져가고, 반대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
산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5)
삼성그룹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소수주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실
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
액 산정 기준이 법 제정 의도와는 달리 결코 효과적인 소수주주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상장기업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은 자
본시장법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추정한 두 기업의 합병가액 비율인     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인 [    ,    ] 내에서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
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적정 합병비율은 법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합병
당사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처럼 합병당사
기업들이 상호 독립적인 기업이 아닌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는 두 기업의 경영진들
이 독립적으로 각 기업의 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은 현
재의 재벌그룹 지배구조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개의 재벌그룹 계열
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비롯한 제반 합병조건을 종전의 삼성그룹 미래전략
실과 같은 그룹 총괄조직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열회사 간
의 합병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더 이상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

제일모직의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2015년 3월 31일 현재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그룹 지배주주
인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42.69%에 달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경우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1.3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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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계열기업의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도 두 기업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단기적으로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면 계열기업의 소수주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엘리엇과 ISS 등이 제안한 적정 합병비율은 <표 2>에서 제시한 최대허용 합
병비율을 초과해 협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엘리엇과 ISS 등이 어떤 방법론에
의해 합병비율을 추정하였으며, 그것이 왜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밖
에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다. 그런데 엘리엇이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합병가액을 산
정한 근거로 내세운 한영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는 한영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내부의사
결정 참고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적합지 않다.6)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ISS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여

적정

합병비율을

추정하였으며,

그것이

왜

Larson

and

Gonedes(1969)의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ISS는 SOTP 분석법(sum of the part analysis)을 사용하여 합병 공시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보통주 1주당 내재가치를 각
각 110,234원과 115,665원으로 추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권고하였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보통주 시장가격이 각각
55,300원과 163,5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ISS는 삼성물산의 보통주 시장가격은 약
49.8% 과소평가된 데 반해 제일모직의 경우는 약 41.4%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보통주 내재가치를 추정한 과정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사 중 특히 세간에서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을 대상
으로 보통주 내재가치 계산 과정을 ISS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 3>은 삼성물산 보통주의 내재가치 계산 과정을 설명한 ISS 보고서의 해당 부분
을 재연한 것이다(ISS, 2015, p. 14).
6)

한영회계법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엘리엇 측이 법원에 낸 보고서는 당초 우리와 엘리엇이
맺었던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엘리엇 측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한영 측은 이 같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소
송 제기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 회수를 요청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엘리엇이 의뢰해
만든 보고서는 현금흐름 및 미래가치를 담아야 하는 인수합병 보고서가 아니라 공시된 내용
을 기반으로 한 투자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2015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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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SS가 추정한 삼성물산의 보통주 내재가치와 시가 할인율
아래 표는 삼성물산 보통주의 내재가치 계산 과정을 설명한 ISS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재연한 것이다. ISS
는 기본적으로 SOTP(sum of the part) 분석법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보통주의 내재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합병 공시일(이사회 결의일) 직전일인 2015년 5월 22일의 시가와 비교하여 삼성물산 보통주의 시가 할인율
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ISS는 삼성물산의 보유 자산을 상장주식(listed investment)과 영업부문/비상장주
식(operating business and unlisted) 등 두 개의 자산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고, 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
치로, 영업부문/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주로 가치평가승수(valuation multiple)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자산 유형

지분율
(%)

가치평가액
(10억 원)

가치 평가 방법

상장주식
삼성전자
삼성SDS
제일모직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정밀화학
아이마켓코리아
삼성증권

4.1
17.1
1.4
12.6
7.8
5.6
1.8
0.3

상장주식 합계

8,086
3,533
302
327
120
62
20
14

시장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12,445

영업부문/비상장주식
건설/상사
삼성종합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기타
비상장 자산 합계
기업가치
순부채
자기자본 가치
발행주식수

100.0
18.0
4.9

6,175
280
78
730

건설업계 과거 12월간 기업가치/영업이익 (10.6배)
KCC의 과거 12월간 주가/매출액 (1.45배)
셀트리온과 Hospira의 주가/매출액을 활용
장부가치

7,263
19,708
3,063
16,645

기업가치-순부채

151.0

백만주

주식 내재가치

110,234 (원)

주식 시장가격

55,300 (원)

시가 할인율 (price discount)

공시 직전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의 종가

49.8 (%)

자료원: ISS, 2015, p. 14.

ISS는 SOTP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보유 자산을 증권시장 상장 여부
에 따라 크게 상장주식(listed investment)과 영업부문/비상장주식(operating business
and unlisted) 등 두 개의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상장주식으로 분류된 자산
은 삼성전자, 삼성SDS, 제일모직 등 계열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보
유 상장주식의 가치는 모두 공시 이전의 시가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회사의 상장주식의 시장가치는 약 12조 4,4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두 번째 자산 유형인 영업부문/비상장주식(operating business and unlisted) 중
건설과 상사(construction/trading) 부문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에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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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종기업의 과거 12개월 평균 기업가치/영업이익 승수(EV/EBIT multiple)인
10.6배를 곱하여 약 6조 1,75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바이오
등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동종 상장기업의 평균 주가/매출액 승수(P/S multiple)를
적용하여 각각 2,800억 원과 780억 원으로, 나머지는 장부가액에 의해 약 7,300억 원
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영업부문/비상장주식의
가치 총액은 약 7조 2,63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는 보유 상장주식 12조 4,450억
원과 영업부문/비상장주식 약 7조 2,630억 원을 합친 19조 7,080억 원이다. 총 기업가
치 19조 7,080억 원에서 순부채 3조 630억 원을 차감하여 구한 자기자본 가치(equity
value)는 16조 6,450억 원이며 이를 유통주식수 151백만 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주당
내재가치를 110,234원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물산의 상장 계
열사 보유지분 가치가 삼성물산의 총 기업가치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
머지 자산들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ISS는 이러한 내재가치 추정치를
근거로 당시의 삼성물산 보통주의 시가 55,300원은 약 49.8% 저평가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7) 이처럼, ISS가 삼성물산 보통주의 시장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
SDS 등 상장 계열사 주식가치가 약 12조 4,450억 원인데 비해, 삼성물산 자신의 보통
주 시장가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8조 3,503억 원(=55,300원×151백만주)에 지나
지 않은 데 있다. 그러나 ISS 보고서처럼 삼성물산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배당수익
률도 낮고 처분이 불가능한 비영업 투자자산(nonoperating investments assets)
의 성격을 지닌 계열 상장회사 주식을 아무런 할인 없이 시장가치 그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내재가치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당시 삼성
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계열회사의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물산은 합병 전에 이미 지주회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이들 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지주회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ISS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 할인율이 거의 30%-60%에 이른다는 Jang(2017) 등의 실증연구 결과를 감
안할 때 삼성물산의 보통주 내재가치 평가에서 ISS가 이러한 지주회사 할인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ISS 보고서의 치명적인 평가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8) 물론
7)

ISS는 제일모직 보통주의 내재가치도 삼성물산과 거의 유사한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하
였다. 추정 결과 제일모직의 주당 내재가치는 약 115,665원이며, 이것을 당시의 시가 163,500
원과 비교할 때 제일모직의 시가는 약 41.4%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Sloan and You(2015)는 현 시점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전통적인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부의 이전(wealth transfer)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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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의 자금조달 능력을 가진 국제적인 M&A 전
문투자자나 사모펀드 등이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해 현재의 시가로 삼성물산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곧바로 이들 계열회사의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다면 이들
자산의 시장가치를 100% 실현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결국 ISS의 이러한 가치평가 오류로 인해 ISS가 추정한 합병비율(1:0.95)이 Larson
and Gonedes(1969) 모형의 협상 범위(1:0.34～1:0.49)를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9)

Ⅳ.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 5 제1항 제1호)은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상장회
사 간의 합병 시 시가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은 실질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 시
에 상장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현재 실무상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합병비율이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어긋난
경우에는 사실상 증권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합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합병
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건식, 2015). 그러나 앞의 제Ⅲ장에서 살펴
본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법 제정 의도와는 달리 결코 효과적인 소수주주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
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이번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⑴ 합병비율 산정 방법의 강제성, ⑵ 합병공시 이전 주가관리 가능

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ISS가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추정한 2015년 5월 22일 당시 합병
이 성사될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에서 제일모직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에 반영
되었다면 당시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보통주의 시장가격이 ISS가 추정한 가치평가액보다
양사의 내지가치를 훨씬 더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Shin(2015)에 의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다양한 국내 및 외국
인 기관투자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아무
런 이유 없이 장기간 과소 혹은 과대평가된 채로 거래되고 있다는 ISS 보고서의 주장은 근
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ISS 보고서는 단순히 한국증권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
고 있다: “The assumption of the report? A stupid market. My conclusion? Stupi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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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⑶ 합병가액 조정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부재, ⑷ 합병 관련 주요 정보에 대
한 미흡한 공시 제도.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주요 쟁
점 사항을 논의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합병비율 산정 방법의 강제성
이번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적정
합병비율은 법적 규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합병당사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원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에 명시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은 합병당사 기업 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
는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
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물산 합병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배주주가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강행 규정을 역이용할 경우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가 오히려 지배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강행 규정의 폐해는 계열기업 간의 합병보다는 비계열
독립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독립된
두 회사인 기업 A와 기업 B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 합병비율을 결정하였으나
이것이 현행 자본시장법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의한 합병비율과 다를 경우 현실적
으로 합병 추진은 불가능하다(김건식,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시장법 시행
령의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강행 규정은 합병비율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다양한 분쟁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편익도 없지 않으나, 이보
다는 합병당사 기업 간의 협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이들이 치열한 협상을 통
해 적정 합병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허용하지 않는 걸림돌 규제로서 작동하
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처럼 합병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룹 계열기업 간의 합병이 아닌 비계열 독립 상장기업 간의 합병은 자본시
장법의 강행 규정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이들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은 사적자
치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비계열 독립 기업 간의 합병 시에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시가 기준만을 고수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DCF모형, 자산가치모형, 옵션가격결정모형, EVA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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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준, 2015; 박경
서 외, 2017; 이훈종, 2017; Agarwal and Vignesh, 2010; Fernandez, 2017). 이처럼, 합
병당사 기업들이 각자의 주주 부의 극대화 목표 하에 규제 없이 자유로운 기업가치
평가와 실질적인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적정 합병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
러나 독립 상장기업 간의 합병과는 달리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는 지배주주와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열기업의 소수주주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여전
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기보다는 소수주주들
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다. 또한,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 시가만을 허용하는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법은 당
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다른 평가방법에 비해 지배주주의 자의적인 결정을 억제
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합병가
액 산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지
배주주 측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합병공시 이전의 주가관리 가능성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기업 간의 합병 시 합병가액을 산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합병가액은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
등을 산술평균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의 범위
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최장 약 한달 간의 시가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총괄조직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 하에 의도적으
로 약 한달 간의 합병가액 산정 기간 동안 양쪽 계열회사의 주가를 관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기산일을 기준으로 약 한달 간의 합병가액 산정 기간 동안에는
그롭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사의 목표 합병가액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사건 공시는 가능한 한 피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실
제로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삼성물산이 이사회 결의일 전인 2015년 5월 13일 카타르의
Umm Al Houl Power가 발주한 약 2조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약기간
2015년

5월

13일부터

2018년

6월

23까지)의 제한착수지시서(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통지서를 수령한 후인 2015년 7월
28일에야 이를 공시한 것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삼성그룹 측이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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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 온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주 공개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미디어오늘, 2015년 7월 31일자).
또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삼성그룹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의 주가 하락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
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주가는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주가를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p. 26).
그리고, 다음 <표 4>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세 항목
인 (i)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와 (ii)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iii) 최근일의 종가 중
합병가액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물산 합병과
SK 합병의 주가 자료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한 합병가액과 세부 기간별 평균종가 간의 상관관계
아래 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세 항목인 (i)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와 (ii) 최
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iii) 최근일의 종가 등과 이를 평균한 합병가액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삼성물산
합병과 SK 합병의 주가 자료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삼성물산(SK) 합병의 경우 실제 이사회 결의일 이전 약 86(103)일 간의 기간 동안 매 거래일을 가상적인
이사회 결의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산일과 기산일 기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 합병가액 등을 각각 계산하고,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합병가액과 이를 결정하는 세 항목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가액
합병가액

SK
합병가액

SK C&C
합병가액

최근 1개월
평균종가

0.3613**

0.5665**

0.4770**

0.4028**

최근 1주일
평균종가

0.9022**

0.9573**

0.8938**

0.9106**

최근일 종가

0.9130**

0.9517**

0.9194**

0.9278**

기간별
평균종가

SK 합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삼성물산(SK) 합병의 경우 실제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2015. 4. 20)에서 2015. 1. 19(2014. 11. 19)까지 약 86(103)일 간의 기간 동안 매 거래
일을 가상적인 이사회 결의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산일과 기산일 기준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 합병가액 등을 각각 계산하고, 이들
주가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가액과 이를 결정하는 세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표 4>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물산 합병이나 SK 합병에 관계없이 합병당사 기업
의 합병가액은 세 항목의 평균종가 중 합병 공시일에 가까운 순으로 즉, 최근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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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다. 또한, 합병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최근 1주일 평균종가의 상관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이 대개 0.9 내외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합병가액과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와의 상관계수는 0.5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계열기업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의 총괄조직은 계획하고 있는 목표 합병비율과 합병가
액을 달성하기 위해 양쪽 계열기업의 주가를 기산일 기준 최근 1주일 기간 동안만 치밀
하게 관리한다면 소정의 목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또한 그룹 총괄조직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에 비해 주가
관리의 기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희준(2015), 강정민, 이은정(2015), 정준우(2015) 등이 현재 1
개월에 불과한 합병가액 산정기간을 2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지배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해 계열기업 간의 합병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으
로 하여금 주가 관리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합병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행 규정에서 산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보다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6가지
유형의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을 채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현행 규정에 의한 추정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삼성물산 합병의 주가 자료를 이
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
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안에서, 또한 합병가액 산정방법이 현행 규정처럼 전체 산정 기
간을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최근일 등 세부기간으로 구분하는 대신 전체 기간을 대상
으로 평균종가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합병비율이 더 높아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소수주주
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측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 5개월로 늘
이고 전체 기간의 평균종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한 대안 2, 4, 6에서의 합병비율이 모두
1:0.38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측정 기간을 2개월을 초과 연장하는 것이 합
병비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의 제Ⅲ장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Larson and Gonedes(1969)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삼성물산 합병의
합리적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가 [0.49, 0.34] 사이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기준에 의해 추정한 합병비율 1:0.35가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에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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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합병가액 산정 기간과 산정 방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비교
아래 표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병
가액 산정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산정 기간과 산정 방법에 따라 분류한 다음 6가지 유형의 대안을 제시하
고, 각 대안을 채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현행 규정에 의한 추정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삼성물산 합병의 주가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대 안

산정 기간

현 행

1개월

대안 1

합병가액 산정 방법

합병가액 (원)

합병비율

삼성물산

제일모직

(a)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와
(b)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c)최근일의 종가 등을 산술평균

55,767

159,294

1:0.35

2개월

(a)최근 2개월간 평균종가와
(b)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및
(c)최근 1주일의 종가 등을 산술평균

57,245

156,535

1:0.37

대안 2

2개월

최근 2개월간 거래일 종가를 거래량
으로 가중 산술평균

59,734

155,223

1:0.38

대안 3

3개월

(a)최근 3개월간 평균종가와
(b)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및
(c)최근 1주일의 종가 등을 산술평균

57,192

156,670

1:0.37

대안 4

3개월

최근 3개월간 거래일 종가를 거래량
으로 가중 산술평균

59,574

155,629

1:0.38

대안 5

5개월

(a)최근 5개월간 평균종가와
(b)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및
(c)최근 1주일의 종가 등을 산술평균

56,910

155,731

1:0.37

대안 6

5개월

최근 5개월간 거래일 종가를 거래량
으로 가중 산술평균

58,730

152,811

1:0.38

치게 불공정하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를 반영한다면,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대안 2”와 같이 합병가액 산정 기간을 최소 2개월로 늘이고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종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지배주주의 지
분율이 낮은 계열기업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현재 상장회사
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에 주식매수 청구 금액을 산정
할 경우의 산정 기간도 2개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합병가액 산정 기간을 현
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김희준, 2015).10)

3. 합병가액 조정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부재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가액은 합병 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10)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기업 간의 합병에 반대하
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 주식매수 청구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i) 과
거 2개월간 평균종가, (ii) 과거 1개월간 평균종가, (iii) 과거 1주일간의 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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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구한 기준시가
를 중심으로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
액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의 기계적 경직성을 완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실제 합병비율
(   )은 다음 식 (11)에서와 같이 기준시가를 할인이나 할증 없이 그대로 합병가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추정한 합병비율(   )의 약 82%(=9/11)에서 122%(=11/9)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11)

이를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 적용한다면,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기준시가를 할인이나
할증 없이 그대로 합병가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이 0.35이
었으므로 삼성그룹 측에게 적법하게 허용된 합병비율의 범위는 위의 식 (11)에 의해
약 0.29에서 0.43까지이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허용된 삼성물산
합병의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인 [0.43, 0.29]는 본 연구에서 Larson and Gonedes(1969)
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합병비율의 협상 범
위인 [0.49, 0.3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합병가액 산정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10%와 30%의 할인 혹은 할증률이 이
론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합병당
사 기업에게 합병가액 산정 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특별히 할인 또는 할증
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거
가 명확하지 않는 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할인 또는 할증을 일부러 선택할 이유는 없
다. 실제로 삼성그룹 측은 일정 범위 내의 조정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보통주의 기준시가에 할인 또는 할증 없이 합병가
액을 산정하고 이 합병가액을 사용해 합병비율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삼성물산 합병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합병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무에서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실질
적으로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합병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 제도
합병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주주들에게 공시한 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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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규
정이 없다. 시가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하고, 존속회사의 신
주배정과 합병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을 뿐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시가 이외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합병당사 기업이
그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수주주들이 합병비율의 산정 근
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이훈종, 2017).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은 결국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에서 기
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간의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의 정도와 비례해서 더 심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주주총회 결
의일 전에 주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수주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지
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을 더욱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외
부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공정의견(fairness opinion)과 같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정보를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1)
물론 ISS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주요 합병의 합병비율
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가끔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
들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일
반 소수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삼성물산 합병처
럼 사회적 관심을 받는 합병에 있어서는 해당 합병의 성사 여부와 어떠한 재무적 이
해관계를 갖지 않는 투자은행이나 회계법인 등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공
정의견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주주들에게 공시하게 함으로
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소수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한 삼
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
본시장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11)

공정의견은 특정 M&A 거래가 주주가치에 미칠 재무적 영향에 대한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이를 요구한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범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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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
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Larson

and

Gonedes(1969), Conn and Nielsen(1977) 및 Bae and Sakthivel(2000) 등의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합병비율은 기대되는 시너지를 합병당사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합병 결과 양사의 기업가치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
한다. 따라서 시너지가 양(+)인 일반적인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단순히 합병 이전 두
기업 보통주의 내재가치 비율(      )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 기업의
경영진들이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인 합병기업 주주들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허용 합
병비율(    )과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이 요구하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의 범위
내에서 양사의 시너지 창출의 상대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하
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Larson and Gonedes(1969)와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삼성물산 합병의 합병비율 협상 범위는 최대허용 합병비율(    )인
0.49와 최소수용 합병비율(    )인 0.3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협상 범위를 고려할 때, 삼성그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기준에 의해 추정한 합
병비율인 0.35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인 0.3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
소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합병비율이 최
대허용 합병비율(    )인 0.4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국 시너지의 대부
분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가져가고, 반대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
액 산정 기준이 법 제정 의도와는 달리 결코 효과적인 소수주주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상장기업 간 합병에서 적정 합병비율
은 법적 규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처럼 합병당사 기업들이
상호 독립적인 기업이 아닌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는 두 기업의 경영진들이 독립적
으로 각 기업의 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은 현재의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 현행 자
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더 이상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기
업의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열기업 간의 합병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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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번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⑴
합병비율 산정 방법의 강제성, ⑵ 합병공시 이전의 주가관리 가능성, ⑶ 합병가액 조
정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부재, ⑷ 합병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 제
도.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계열기업 간의 합병은 현행 규제의 대상으로 남겨두되 독립된 상장기
업 간의 합병은 자본시장법의 강행 규정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이들 합병에 관
한 의사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가관리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가액 산정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이고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종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10%와 30% 할인 또는 할
증률에 대한 규정은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무에서 적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합병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 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 합병당사 기업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독립적인 투자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공정의견(fairness opinion)과 같은 객관적이
며 공정한 정보를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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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ion to Amend Capital Markets Act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Exchange Ratio:
Case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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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o amend Capital Markets Act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an
appropriate stock exchange ratios in mergers between listed companies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merge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exchange ratio determination model of Larson and
Gonedes(1969), the particular exchange ratio which is finally agreed upon will be a function
of the relative bargaining power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merger and the relative
contribution which each party makes to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combined entity. In
Korea, however, the exchange ratio is set by law such as Capital Markets Act, based on
historical trading prices, not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acquirers and the target firms.
In the case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merger, the activist hedge fund Elliott and
ISS argue that although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exchange ratio are fully
compliant with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the combination of Samsung C&T’s
undervaluation and Cheil Industries’ overvaluation significantly disadvantages Samsung C&T
shareholders. This paper, therefore, presents directions to amend Capital Markets Act in
terms of exchange ratio determination and legal requirements for fairness opinion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in merges between listed companies
affiliated to business grou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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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i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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