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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헤지펀드 행동주의
1. 쟁점
우리나라 재계에서 헤지펀드는 아직까지 SK, 삼성, 현대차 그룹의 문제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지만, 널리 상장회사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상징
적인 사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직도 언론에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의 필
요성의 근거로 2003년 소버린 사태가 이른바 “먹튀” 프레임으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최근 엘리엇 펀드는 삼성물산 합병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한
것에서 나아가, 2018년에는 다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주주로서 적극적 행동주의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먼저 재계의 입장은, 만일 언론이 그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면, 분명하고 직
선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엘리엇 펀드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등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 재계는 “국내 상장사들이 지속가능성
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동주의 펀드가
이익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과거 다른 사례와 비
슷하게, 펀드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진단
을 내리고, 그 처방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예를 들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도
“엘리엇이 현대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엘리엇은 주가를 띄운 뒤 차액을 챙겨 나가면 그만이고, 문제는 주식시장의 힘이 커져
서 우리나라 전체가 말려드는 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방 역시 차등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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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다. 국내 상법학자들도 자주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
인터넷에는 이런 내용의 주장이 차고 넘치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은 옳은가?
먼저 한 마디로 반박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면, 위 논리의 처방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
었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
이다. 과거 소버린이 SK의 14.99% 주식을 취득했던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것이고, 헤지
펀드는 우선 포이즌필을 발동시킬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엘리엇 펀드 역시
2015년 삼성물산에서는 7.12%를 취득하였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2%가 되지 않는 지
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포이즌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이
즌필은 발동되지 않고, 엘리엇의 이른바 “경영간섭”은 경영진에 서신을 보내는 형태로
여전히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50% 이상의 절대적 지분을 확보하
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엘리엇은 여전히 주주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 헤지펀드의 경영간섭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수단은 처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처방이 될 수 있는 논리는, “만일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엘리엇이 아예 현대차의 주식을 매집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에 나설 수
있고, 그 경우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엘리엇의 협박이 통한다는 논리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헤지펀드가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고자 나선
사례가 없다. 엘리엇이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이런 희박한 가능성을 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앞 부분의 진단은 어떠한가? 헤지펀드의 “경영간섭”에 대해서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 재계의 본능적 거부감이 공감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당한 경
영간섭이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는 어떻게 헤지펀드와 커뮤니케이션
을 할 것인지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학계도 기업이나 로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아 대응논리를 마련해 주곤 한다. 어디서나 헤지펀드의 목
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
고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거부감을 포장하는 주요 이론적 논거가 필
요한데, 현재의 유력한 논거는 바로 주식시장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이다. 시
장의 단기실적주의는 예전부터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
한 근거로 널리 활용되었는데, 다시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되는 것
이다. 비효율적 적대적 기업인수와 비슷하게, 단기실적주의에 기초한 헤지펀드의 경영
권 간섭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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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행동주의에 대한 논의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종래의 논의와 닮아
있다. 문제는 이 논거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1) 결국 승패가 나지 않을 문제이다.

2. 적대적 기업인수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현재의 논의상황을 조망해 보면,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를 의
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각자 취하는 입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대체로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적대적 기업인수의
문제처럼 보거나 어떻게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단기실적주의를 공통
의 대응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반대로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옹호하거나
덜 비판적인 진영에서는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헤지펀드가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주주관여의 통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진영에서는 특히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을 감안할 때 헤지펀드가 기관투자자의 관여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종래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장선상에서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이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결국 헤지펀드 행동
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는 모두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종래의 적대적 기업인수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헤지펀드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으
나, 통상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사례는 헤지펀드가 적은 지분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력
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적대적 기업인수에서는 성공하게 되면 인수
회사가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으나, 헤지펀드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주
주의 설득이나 연합이 필연적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는 헤지펀드 행동
주의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즉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서 성공하기가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래 적대적 기업인수에서 경영권방어의 이론은 이런 비효율적 인수시도에 대해서
1) Lucian A. Bebchuk, “The Myth That Insulating Boards Serves Long Term Value”, 113 Columbia Law
Review 1637 (2013); Jesse M. Fried, “The Uneasy Case for Favoring Long-Term Shareholders”, 124
Yale Law Journal 15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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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론적 기초였다. 주식의 분산소유하에서 주주는 조율
문제(coordination problem), 즉 죄수의 딜레마 문제에 처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인
수시도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공개매수에 응하는 방식으로 찬반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는 비효율적 공개매수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문제의 하나의 유력한 해결
책이 바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행위이다. 물론 여전히 경영진이 참호구축의 맥락에서
경영권방어를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경영진의 경영권방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
가 생긴다. 그런데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 헤지펀드는 주식
을 매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의
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다른 주주들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다. 주주
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 결정의 효과는 당해 주주의 주식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
주로서는 헤지펀드가 구사하는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면 굳이 승인해 주어야 할 인센티
브가 없다. 따라서 헤지펀드 행동주의에서는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서 대신 판단해야 필
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이 적대적 기업인수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으로서, 비효율적 요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전히 헤지펀드의 요구에 대하여 다른 주주는 정보나 분석력이 부족하다는 문
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기관투자자이다. 기관투자
자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적극적
으로 행동하는 기관투자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도 캘퍼스 정도를
제외하면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관투자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요소는 차고도 넘치기 때
문에, 사실상 기관투자자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미국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런데 헤지펀드가 등장하면서 이런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단순히 “합리적 무지”를 택하는 것이 아
니라, “합리적으로 과묵한(rationally reticent)” 전략을 택할 뿐이라는 것이다.3) 이 용
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억지로 의견을 이야
기해야 한다면 적절한 판단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 헤지펀드
의 제안은 기관투자자를 억지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는 반대하든 협조하든 어느 쪽으로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헤지펀드의 요구는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행동주의를 옹호하는
2) Stephen J. Choi & Jill E. Fisch, “On Beyond CalPERS : Survey Evidence on the Developing Role of
Public Pension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61 Vanderbilt Law Review 315 (2008).
3) Ronald J. Gilson & Jeffrey N. Gordon, “The Agency Costs of Agency Capitalism : Activist Investors
and the Revaluation of Governance Rights”, 113 Columbia Law Review 86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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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1990년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를 강조했던 이론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에서의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의 접근
이처럼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최소한 기업 경
영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기업으로서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가지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상
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영진들도 월가의 헤지펀드의 공격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헤지펀드는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식의 매집을 방해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가지고는 헤지펀드의 경영간섭을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월가의 로펌들도 주로 헤지펀드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수하
지 않도록 자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경영간섭을 시도하는 헤지펀드에 대응
하기 위해서 종래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의 경영간섭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등의
결권이나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현재 미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은 포이즌필과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이즌필이 너무
막강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굳이 다른 방어수단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헤지펀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이즌필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핵심은 간단하다.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포이즌필을 가지
고 이런 협력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포이즌
필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포이즌필의 발
동요건이 10% 정도로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을 공동행위로 보아 합계 10% 이상의 주주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면 사실상 헤지펀드의 활동을 상당 부분 억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포이즌필은 미국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로는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증권법의 흐름에 역행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
서 주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임장권유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포이즌
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적법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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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Moran 및 Blasius 판결 등 원래 포이즌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배경에는
포이즌필이 완벽하게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다. 포이즌필이
있더라도 위임장권유를 통하여 경영권을 적대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장권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포이즌필은 무효라는 것인데, 위에서 주주간 커뮤니케
이션을 방해하는 포이즌필은 위임장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런 포이즌필은 위법하게 된다. 물론 아직 이런 포이즌필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Ⅱ. 反행동주의 포이즌필
1. 사례
오클라호마주에 기반을 둔 석유회사인 샌드리지 에너지(SandRidge Energy)는 석유
채굴 시설들이 노화되고 채굴비용이 증가하는데다가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2010년대
중반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샌드리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5년
에서 2016년 사이에 셰일가스와 석유의 탐사･생산 회사 114개가 회생절차(Chapter
11)를 신청했는데, 샌드리지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샌드리지의 회생절차는 성공적이었
다. 2016년 5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10월에 37억 달러의 부채를 없애는 구조조정을 마
치고 다시 뉴욕거래소에 재상장되었고, 2017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여
기서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Karl Icahn)이 2017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샌드리지의 지분 13.6%를 매입하게 된다. 사실 그 계기는 샌드리지가 투자확대의 한
방안으로 보난자크릭 에너지(Bonanza Creek Energy)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
는데, 칼 아이칸은 이 인수가 샌드리지의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하면서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었다. 실제로 보난자크릭의 인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
주가 많았고, 그 인수 발표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20% 정도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다. 2017년 11월 칼 아이칸의 주식취득 소식으로 인하여 주가는 다시 7% 가량 반
등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샌드리지 경영진은 칼 아이칸의 간섭을 견제하고자 포이즌필
의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이 앞서 언급한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이었다.
그 포이즌필은 전형적인 적대적 기업인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주주의 행동을
제약하는 많은 규정을 담고 있었다.4) 특히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
고 있는 것이 최근의 포이즌필의 유행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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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포이즌필의 발동요건을 정의하는 제1조에 들어 있는데, 포이즌필은 인수회사가 발
행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인수하면 발동된다는 것이 기본구조임을 감안하면, 우선
인수회사를 의미하는 “Acquiring Person”을 회사 발행주식이 10% 이상의 “Beneficial
Owner”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나아가 “Beneficial
Owner”의 한 유형으로서 “Acting in Concert”하는 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함께 행동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
지의 판단을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단기준으로 적어도
“exchanging information, attending meetings, conducting discussions or
making or soliciting invitations to act in concert or in parallel” 가운데 한 가
지 이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결국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염두에 두
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모임을 가지거나,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지분이 전부 공동보유로
간주되어 10%가 넘어가면 포이즌필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反행동주의 포
이즌필은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포이즌필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를 전통적인 발동요건인 공동보유에 포섭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공동보유는 종래부터
그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개념이었던 만큼,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명백한 위법을 회
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샌드리지가 워낙 유명한 에너지회사였기 때문에 이 포이즌필 계획은 월가의 많은 관
심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빛을 보지는 못했고,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칼 아이칸은 이 포이즌필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이어
진 샌드리지 주주총회에서 결국 채택에 실패한 것이다. 이후 칼 아이칸은 샌드리지 경
영진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였다. 샌드리지의 매각이 주주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라
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샌드리지의 이사진을 교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2018
년 6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전체 7명의 이사 가운데 칼 아이칸 진영의 이사가 4명이
선임되었으며, 이후 이사 정원을 한 명 더 늘리면서 다시 한 명을 더 진출시켜서, 결국
칼 아이칸이 이사회의 8분의 5를 장악하게 되었다. 칼 아이칸은 이렇게 샌드리지의 경
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결과일 것이다. 칼 아
이칸은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강력한 주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결과는 주주가 선택한 것이고, 주주의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샌드리지의 기업가치에 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49436/000119312517351627/d501315dex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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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징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포이즌필 역시 다양하
게 설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조항들
이 있고, 설리반 크롬웰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포
이즌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5)
① 과거 적대적 기업인수 시절의 포이즌필은 일반적으로 20%를 발동요건으로 설계
하였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경우에는 소수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발
동요건은 포이즌필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은
10%를 발동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종전 포이즌필은 존속기간이 10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가능하게 하므로, 최근에는 존속기간
을 1년으로 하면서, 대신 존속기간 만료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존속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주가 포이즌필을 통제해야 한다는 최근의
이론적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의 동향 가운
데 가장 중요한 것은 “Shareholders Acting in Concert” 규정이다. 이것은 이른바
헤지펀드들이 자기들끼리 또는 기관투자자와 연합하여 경영진을 공격하는, 이른바
“wolf pack”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포이즌필도 공동보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주식의 보유, 결의, 취득, 처분 등을 목적으로 “agreement, arrangement, or
understanding”를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포이즌필에서는 더 넓게 “acting in concert”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넣고 있다. 이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
다. 그러나 어쨌든 Blasius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런 규정이 적법한 주주권 행
사에 부당한 방해를 초래하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 않도록 변호
사들은 문구를 주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④ 포이즌필 발행 당시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祖父條項이 포함된다. ⑤ 행동주의 펀드는 특히 다양한
파생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실질적 주식보유를 은폐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이론적으
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의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이즌필의 발동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주주에 포함시킨다.

5) Francis J. Aquila, “Adopting a Poison Pill in Response to Shareholder Activism”, Practical Law (2016)
2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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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성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닌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은 적법한가? 미국에서 경영권방어는
Unocal 기준6)을 만족시켜야 한다. Unocal 기준을 적대적 인수로 인한 위협이 합리적
이어야 하고, 방어수단이 그 위협에 비례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인 기업인수에는 작동하
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인수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느슨한 법적 프레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Moran 판결7)에서 포이즌필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은 위임장경쟁을 통
한 이사회 교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방어수단이 비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이즌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Blasius 판결8)에서도 다시 확인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Unocal 기준에 따라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분석한다.9)

가. 위협의 합리성
포이즌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어하고자 하는 위협이 합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 기업인수에서는 공개매수가 비효율적이고 인수회사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결국 경영권을 넘길 우려가 있는지가 중
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의 경우에도 그런 위협이 있는가? 앞서 언
급한 주주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주주행동주의의 경우
위협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주주행동주의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적대적 기업인수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적대적 기
업인수는 주주가 잘못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염려하지만, 주주행동주의에서
는 주주가 잘못 생각해서 비효율적인 제안에 “찬성결의”하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적 의사결정이지만, 후자는 단체적 의사결정이다. ① 주주행동주의에서는
주주가 기업인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기업가치의 훼손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단체적 의사결정에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적
대적 기업인수에서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주식매도와
같은 개인적 의사결정 대신 주주총회결의라는 단체적 의사결정을 강제하자는 제안은
이미 30여년 전에 제안되기도 하였다.10) 이처럼 주주행동주의에서는 주주의 단체적 의
6)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7)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8) 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 564 A.2d 651 (Del. Ch. 1988).
9) Marcel Kahan & Edward B. Rock, “Anti-Activist Poison Pills”, Working Pap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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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②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가 이사가 생각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위협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주주들과 경영진의 생각이 다르다
는 것은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지, 주주로부터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명한 Blasius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反행동주의 포이즌
필은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주주가 의사결정을 잘못 할 것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논리는 단기실적주의이다. 헤지
펀드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다음 회사를 떠나고, 결국 그 손해를 장기주주가 본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판단을 그르쳐서 헤지펀드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논리이다. 이런 문제가 회사 정책에 “합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가? ① 먼저
설사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메카니즘이 분
명하지 않은 이상, 주주가 찬성하는 것보다 경영진이 더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
실하지 않다. 그 원인이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정보불균형에 있다면 경영진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단순히 경영진과 주주가 의견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이 경우 주주가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이즌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은 단기실
적주의 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비판이 가능하다. 이 논리
는 헤지펀드를 제외한 주주는 회사가 단기실적을 추구하여 손실을 보는데 헤지펀드는
그렇지 않고 이익을 본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헤지펀드 역시 주가 차익으로 이익을 보
는 이상, 다른 주주와 별개로 헤지펀드만 이익을 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SK
사건에서 소버린에 대한 “먹튀” 프레임이 당시 다른 주주들이 얻은 주가 차익을 간과하
고 있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헤지펀드가 계속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은 시장
의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수없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설득력이
높지 않다.

나. 방어수단의 비례성
포이즌필에서 방어수단의 비례성은 주로 위임장경쟁에 의한 이사회 교체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은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포이즌
필의 발동요건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헤지펀드가 전형적으로 주주간 연합,
10) Lucian A. Bebchuk, “Toward Undistorted Choice and Equal Treatment in Corporate Takeovers”, 98
Harvard Law Review 1695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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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wolf pack”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wolf pack” 전
략은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전략이고,11) 이를 무력
화시키기 위해서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직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이 규정은 방어수단의 비례성의 기준에서 무효라
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되면 주주가 효과적인
위임장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위와 같은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이 모
든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
에 이르는 경우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원칙적
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로펌에서도 잘 알고, 문구를
최대한 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계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exchanging information, attending meetings, conducting discussions” 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도 제시할 수 없다. 포이즌필이 발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감행할 주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들로서는 결국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실질적으로 주
주간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법원이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의 이런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아마도 이런 포이즌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4. 시사점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은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헤지펀드의 공격을 싫어하고 힘들어
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를 보면, 오히려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의 등
장으로 인하여 주주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의 간극이 더 뚜렷하게 조망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본적으로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경영진이 방어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기업가치를 파괴할, 그리고 그것을 주주가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론적인 논의는 종전의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적대적 기업인수를 구분하는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反행동주의 포이즌
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런 토대에 더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응
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재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反행동주의 포이
즌필의 등장 자체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1) John C. Coffee, Jr. & Darius Palia, “The Wolf at The Door : The Impact of Hedge Fund Activism
on Corporate Governance”, 1 Annals of Corp. Governance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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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주장을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의 등장 자체는 미
국에서도 얼마나 헤지펀드가 재계의 숙제가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회사도 이런 식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
장회사도 비슷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미국과 같이 경영권방어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헤지
펀드 행동주의에 대항하는 포이즌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경영권방어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헤
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하여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관한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Ⅲ. 주주관여에 대한 단상
엘리엇의 현대차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과 학계를 보면서, 최근 회사
법학의 화두인 스튜어드십으로 생각이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스튜어
드십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반응에 또 다시 놀라게 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보다도
기관화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스튜어드십은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을 통제하
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12) 어느 순간 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법적･
사실적 권한을 이용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관여(engagement)해야 하
는 신인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언론에
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스튜어드십에 대한 기
대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경영관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상의 몇 가지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최소한 스튜어드십의 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석･운용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많다.13)
그런데 갑자기 왜 기관투자자인가? 기관투자자는 이미 1990년대에 지나간 유행 아
니었던가? 사실 스튜어드십의 갑작스러운 논의에 직면하여 당황스러운 점은, 인센티브
12)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2016);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7); 유주선,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국
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 (2018).
13)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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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자에게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은 영국
의 자본시장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같은 영미법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기관들은 극도로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거나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지 않음에 비하여, 영국의 기관투자자는 분산투자를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30여개 대형 펀드의 지분을 합하면 많은 회사에서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따라서 미국과 달리 영국의 기관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
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의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15) 이런 서로 다른 자본시장의 구조가, 영국에서는 스튜어드
십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스튜어드십에 냉소적이 되도록 만든 한 요소가 아닐까 한
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기관화가 17% 내지 18%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주주라고 생각하는 관행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
국보다는 미국의 시장과 비슷한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미국과 영국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배주주까지 감안한다면, 기관투자자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감시하면서 주주
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인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은 1990년대 기관투
자자에 대한 무의미한 기대를 반복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특히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관련하여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각
의 경영관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의 언론이나 학계의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회사의 경영에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을 기울일 인센
티브도 없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억지로 관심을 기울여 감시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회
사 경영에 관여하고 경영진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헤지펀드의 움직임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소 모순된 태도가 보인다. 아니면 두 주장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검증이 필요한 주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순된 태
도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헤지펀드의 경영관여는 서로 다
른 속성을 가지는가? 전자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경향을 가지
고, 후자는 반대의 경향을 가지는가? 기관투자자들은 헤지펀드와 달리 단기실적주의에
휘둘리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을 쉽게 말하자면, 현대차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
어드십 의무를 이행하여 현대차의 2018년 4월 그룹구조 개선안에 반대하여 결국 개선
안이 좌초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언론과 학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바꾸
14) Reinier Kraakman,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2nd, 2009), 30면.
15) Eili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2008), 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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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 만일 주주
가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나 기업가치에 긍정적이
라면, 왜 헤지펀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없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물론 헤지펀드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의 대표기
업(national champion)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국부유출을 우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체 시장의 30%를 넘는 지분을 외국인
이 소유하고 있는 마당에 큰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헤지펀드가 경영간섭을 하더라도, 그것은 헤지펀드가 단독으
로 자신의 지분만을 가지고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기관투자자
가 경영간섭에 나서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경우든 주주간 연합이 요구되는
것이고, 헤지펀드든 기관투자자든 일정한 의제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다. 결
국 문제는 “상장회사에서 기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에 소수주주가 간섭
또는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실증적 논의의 영역이다. 다만 필자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적 태도가, 사실은 주주관
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추측을 해 본다. 회사
의 경영이 “주주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이 그 배경
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면 헤지펀드에 대한 반응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스튜어드십의 경우에는, 어차피 기관투자자들은 아무리 나서라고 해도
잘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주관여를 할 우려는 없다는 점에서, 뭔지 모
를 단기적 이익 추구의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
해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은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중요한 국면에서만 잠깐 의미
를 가지는, “안전한” 주주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상장회사는 스튜어드십으
로 인하여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시달릴 것을 크게 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러나 필자는 주주관여가 가져오는 뭔지 모를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튜어드
십을 추진하는 것인가? 아마도 스튜어드십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주주관여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헤지펀드의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주주가 움직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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