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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용 (변호사·법무법인 우현) 

 

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의 배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자

금 등을 모아서 주식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간접투

자’에 해당한다. 1  그런데 간투법에서는 누구든지 간투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

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이른바 private equity 

fund, 즉 private equity investment를 목적으로 하는 fund3를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다.4  

  2004. 10. 5. 법률 제7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간투법(이하 현행 간투법이라 한

다.)에 따르면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이 인정

되고 있었다.5 그런데 이러한 간접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러한 자산운용상의 제한은 간접투자기구로 하여금 위험회피를 위한 분산투자를 하

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른바 사모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근거

하여,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7  한편으로 간접투자기구는, 

그것이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하더라도, 투자대상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그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른바 shadow voting을 하여

                                                 
1 간투법 제2조 제1호 본문 및 가목, 동조 제7호 본문 및 가목,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본
문 및 제6호, 제2항 
2 간투법 제3조 제2항 
3 사실 private equity fund의 개념이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며, 그에 관하여는 다양한 용례가 
존재하는 듯하나,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4  그러나 각종의 특별법, 예컨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또는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용되는 fund는 간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private equity investment를 할 수 있다.  
5 현행 간투법 제2조 제2호 
6 간투법 제8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다목 
7 현행 간투법 제1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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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8 이른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만 이러한 제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9 따라서 현행 간투법상으로는 private equity fund는 

적어도 사모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buyout fund와 같이 management control의 이전을 수반하는 투자를 목적으

로 하는 fund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률 제7221호로 개정된 간투법(이하 개정 간투법이라 한다.)은 간접투자를 수

행하는 기구의 하나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라 한다.)라는 제도를 새로이 창

설하고 있는바, 그 목적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 특히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에 대응하는 fund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즉 사모간접투자기구, 특히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private equity 

fund가 현행 간투법상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국내의 private 

equity fund의 활동은 결코 주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

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PEF라는 새로운 형태의 investment 

vehicle을 간투법의 개정을 통하여 허용하고자 한 것이다.  

 

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 

 1. 간접투자기구에서의 제외 

  개정 간투법상 PEF는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간접투자기구’는 아니다.10 따라서 간투법상 ‘간접투자기구’를 그 요소로 하는 개념

들은 PEF와 무관하며(예컨대 PEF의 재산은 ‘간접투자재산’이 아니고, PEF에 대한 

지분은 ‘간접투자증권’이 아니며, PEF에의 출자자는 ‘간접투자자’가 아니다.), 그와 

관련한 간투법의 규정들은, 개정 간투법에서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PEF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private equity fund의 운용이 간투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입법기술상 PEF에 관한 규정들이 형식적으로 간투법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대별되는 간접투

자기구와 PEF는 거의 완전히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른바 asset management라 

일컬어지는 영업분야에서의 활동을 주로 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에 대한 규율

과 이른바 alternative investment로 분류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PEF에 대한 규율 사

                                                 
8 간투법 제94조 제1항 
9 간투법 제142조 제1항 
10 개정 간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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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그 목표 내지 지향에 있어 근본적인 상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처리는 불가피하며 한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합자회사 

  PEF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11 이는 현행 간투법상의 

private equity fund는 투자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의 형태를 취하거나 투자회사로

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PEF의 조직 형태로 합자회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

에 private equity fund가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미국

법상의 limited partnership과 가장 유사한 우리 상법상의 조직 형태가 바로 합자회사

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가 전통적으로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법상 limited 

partnership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면서도 federal income tax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

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corporation의 경우에는 그 income에 대하여 일단 

과세가 됨과 아울러 투자자가 corporation으로부터 배당 등의 방법으로 분배 받는 

income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되지만, limited partnership과 같은 partnership의 경우에

는 partnership level에서는 federal income tax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는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12 이에 반하여 우리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이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PEF를 주식회

사가 아닌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

제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편으로 간투법상의 투자신탁은 법인이 아니므

로 애당초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투자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하

                                                 
11 개정 간투법 제2조 제4호의2 
12 또한 limited partnership의 income이 가지는 tax character가 그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된
다는 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었다. 예컨대 limited partnership이 얻은 long-term 
capital gains는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된 경우에도, dividend income이 아니라, 여전히 long-
term capital gains로 인정되는바, 전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후자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경
우에는,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대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미국 
연방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양 세율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이점은 이제 별다
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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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특별히 합자회사인 PEF의 

형태로 private equity fund를 설립할 유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4  

  그렇지만 PEF를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하는 데에는 분명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바, 그로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출자의 이행 및 환급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다. 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주주의 출자 이행과 주주에의 출자 환급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가 가하여지고 있

다. 예컨대 주식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

리를 잃게 되며, 한편으로 그가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되어 있는 만큼, 인수가액의 납입 이전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또한 주주에의 배당은 회사의 이익에서 소정의 준비금을 적립한 이후의 

잔액, 즉 이른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시기에만 할 수 있으며, 주주

가 출자한 가액을 감자 등의 방법으로 환급함에 있어서는 상법 소정의 비교적 복잡

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반하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제가 거

의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합자회사의 사원의 출자가액은 정관에 기

재되지만 그가 그에 따른 출자를 실제로 이행하여야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

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자 이행의 시점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하여

진다.15 따라서 PEF가 투자자들로부터 fund raising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출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PEF의 출자 청구(이를 흔히 capital call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 출자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를 흔히 capital commitment라 한다.)만을 

받아 두었다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투자대상기업에의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가 발

생하는 시점에서 위의 출자 청구를 함으로써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처리는 PEF가 구체적인 투자 집행 이전 단계에서 일종의 idle money를 보유

                                                 
1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 
14 정부가 2004. 10.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PEF
에 대하여도 투자회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중개정법률안에서는 투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EF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와 관련하여 대도시 지역 법인등기시의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5 결국 정관에의 출자가액의 기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어차피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출자가액의 기재가 그러한 기능조
차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4



하고 있을 필요를 없게 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합자회사는 사원에게 수시로, 그리

고 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즉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된 출자를 사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도 상법상 특별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PEF는 특정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그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proceeds)을 배당 등의 방법

으로 사원에게 지체 없이 그리고 손쉽게 돌려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출자의 이행 

및 환급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PEF 및 그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출자의 환급에 있어서의 유연성의 연장선상에서, 상법상 합자

회사의 사원은 그 존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자신의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까

지를 PEF에 그대로 적용하면 PEF의 자산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

일 만큼, 개정 간투법에서는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6 

  둘째로, 손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다. 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하

여는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손해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사

이에서는, 그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자회사의 경

우에는 사원들 사이의 계약, 즉 정관에 의하여 그 손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비율, 순

위 기타의 사항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17 따라서 PEF의 사원들 사이에

서는 손익 분배와 관련하여 이른바 carried interest, preferred return, general partner make-

up 또는 clawback 등과 같은 다양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투자대상기업

에 따라 그 투자 손익의 분배를 달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손익의 분

배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PEF에의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조건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업무집행사원에게 운용 실적의 제고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

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rivate equity investment의 활성

                                                 
16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4항 단서, 상법 제217조 제2항, 제224조. 물론 PEF의 정관에서 
사원의 퇴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1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0 제4항에서는 PEF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
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업
무집행사원의 성과보수에 관한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3 제2항의 규정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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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간투법은 이처럼 PEF를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하게 하면서도, 합자회사

에 관한 상법 규정 중의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 글의 다른 부분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기

할 만한 것으로는 우선, 사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198조의 규정을 PEF

의 사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18 이는 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는 특정의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다른 PEF를 운용하는 것이 금지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19 

  다음으로, PEF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와는 달리 다른 PEF를 포함한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으며,20 합명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도 없다.21 PEF의 합병을 금지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이를 

금지한다고 하여 PEF의 운용에 무슨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리라고 여겨지지도 아니

하는 만큼, 이를 허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편법적인 거래가 행하

여질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일단 적절하리라는 판단이 그러한 금지의 배경인 것

으로 알고 있다.  

  셋째로,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

하는 데에 관여할 수 없다.22  PEF가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업무집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합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정 

간투법이 이처럼 적어도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라는 업무에는 유한책임사원이 관

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PEF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금 이른바 passive investor로서

의 지위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23 

  마지막으로, PEF의 사원은 현금, 수표 또는 일정한 유가증권만을 출자의 목적

으로 할 수 있으며,24 그 이외의 다른 재산이나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18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4항 
19 물론 PEF의 정관에서 업무집행사원의 경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20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4 제1항 
21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4항, 상법 제286조 
22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5항 
23 특히 대기업집단 등이 명목상으로는 PEF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고서도 실제에 있어
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기업결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를 잠탈하
려고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24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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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3. 지분 공모의 금지 

  PEF는 이른바 ‘공모’의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PEF

의 지분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상의 ‘모집’ 또는 ‘매출’

의 개념이 PEF의 사원 가입 권유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간투법 및 2004. 

10. 19. 입법예고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 간투법시행령

안이라 한다.)에서는 위 개념을 원용하지 아니하고 사원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준

수하여야 할 요건을 별도로 풀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공모의 금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원의 가입을 권유 받는 자의 수는 50인 이하이어야 하며,25 

증권거래법상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26 다만 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accredited investors, 즉 i) 법인세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 ii)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iii) 출자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iv) 출자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한다.27  

  또한 PEF의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이어야 한다. 28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조건으로만 그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29 다만 위의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역시 위의 accredited investors를 제외하되,30 투자신탁, 투자회사 또는 다른 

PEF가 PEF의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하여야 한다.31  

  나아가 PEF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가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2  반면에 PEF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가액에 관하여는 그 

                                                 
25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26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2 
2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3항,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하 간투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28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1항 
29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4 제2항, 제3항, 제4항 
30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3항 
31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2항 
32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4 제2항,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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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의 정함이 없다.  

 

 4. 도구 회사 

  PEF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

을 둘 수 없다.33 또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없다.34 즉 PEF는 일종의 도구(vehicle)

로서의 회사 내지 명목 회사이며, 그 구체적인 업무의 집행은 업무집행사원인 개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으로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그 업무집행에 있어 

PEF의 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만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35  외국의 

private equity fund의 경우에는 그 운용 주체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

여금 fund와의 계약에 따라 manager 또는 investment advisor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정

한 management fee를 받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바, PEF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이로써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운용은 반드시 업무집행사원이 직

접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36 이 역시 대기업집단 등이 PEF의 자산운용을 위탁 

받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5. 회사인 무한책임사원의 허용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간투법에서는 회사가 PEF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37 위와 

같은 상법상의 제한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그 회사의 채권자

에게 전재산을 경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하

는바, 이는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어느 회사가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여야만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

                                                 
33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2항 
34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2 제4항, 상법 제274조 
35 개정 간투법 제131조의7 제6항 
36  따라서 업무집행사원이 직접 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인바,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3 제1항에서는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3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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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한편으로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문제는 그러한 위험의 인수가 채권

자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파산법 또는 회사

정리법상의 부인권이나 상법상의 설립취소의 소 제도 등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고 볼 것이다. 38  또한 비교법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예컨대 미국법상 corporation 

또는 기타의 회사가 limited partnership의 general partner로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독일법상으로도 이른바 유한합자회사, 즉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합자회

사가 허용되어 실제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39  

  한편으로 위와 같은 위험은 상당한 정도로 회피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어느 회사가 PEF의 운용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하여 직접 PEF의 무한책임

사원이 됨으로써 PEF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피하고 단지 일정

한 범위 내에서의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고자 한다면, 일단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와 같은 유한책임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연후에 그 회사로 하여금 PEF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게 하면 된다. 이 경우 PEF에 대한 채권자의 추급권은 그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까지만 미칠 뿐이며, 그가 그 모회사에까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40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private equity fund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general partner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한책임회사(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general partner가 되게 하는 구조를 취하는 

                                                 
38 이에 대하여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에 따르는 위험의 범위
는 그 당시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이후 그 다른 회사가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제도들만으로
는 그 어느 회사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일 뿐, 어느 회사
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특유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후에 그 다른 회사를 통하여 어떠한 영업 활동
을 하는 경우와 그러한 영업 활동을 직접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쉽사리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요컨대 후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새로운 채무
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 기존의 채권자들이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근본적
으로 채권자들에게 기존의 계약법적 수단 이외에 회사법과 같은 조직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수단이 전자의 경우에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볼 필연성은 전혀 없는 것이
다.  
39 독일에서 유한합자회사는 유한회사 다음으로 널리, 주식회사나 일반적인 합자회사보다도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 형태라고 한다.  
40 그러나 그러한 유한책임회사가 이른바 paper company에 불과한 경우까지가 허용된다고 보
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무슨 법인격부인론 따위의 적용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언
급하는 바와 같이 개정 간투법시행령안상 업무집행사원이 PEF의 재산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유한책임회사에는 
PEF의 재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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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PEF의 운용에 있어 그 무한책임사원인 회사가 사원 가입 당시에 예상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는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개정 간투법상 PEF가 직접 차

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PEF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의 액이 그

러한 특정의 한도 이상으로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PEF가 불법행

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F는 명목 회사에 불과하여 그 실제의 업무 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

이 하게 되므로, PEF의 불법행위 또한 그러한 업무집행사원인 회사의 임직원에 의

하여 저질러지게 될 것인바, 이 경우에 업무집행사원인 회사는 어차피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 만큼, 그러한 부담이 무한

책임사원이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41 

 

 6. 존립기간의 제한 

  PEF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이어야 한다.42 PEF는 사원으로

부터 조달한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가치를 제고한 연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로

써 그 사명을 다하는 회사인 만큼, 이를 무한히 존립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PEF가 그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그때까지 exit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이 있다면 청산 과정에서 이를 반

드시 매각하여야만 하는가? 만일 그러한 매각이 강제된다면 PEF는 이른바 forced 

seller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 대가로 fair market value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

이 커질 것이며,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upside potential을 향유하는 것도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합자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그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기 위하

여는 반드시 먼저 이를 현금화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인 만큼, PEF가 그

러한 주식 등을 현물로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41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PEF의 운용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면서도,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라, 굳이 무한
책임사원으로서 PEF에 출자를 할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42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5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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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PEF의 사원들이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하여 제2의 PEF를 설립한 연후에 

기존의 PEF로부터 그 보유 재산을 매입하는 방식43을 취하여 투자의 계속성을 유지

하여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44  

 

 7.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적용 배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PEF의 자산의 대부분은 투자대상기업의 주

식 등이 될 것이며, 특히 PEF가 buyout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대상기업

들은 대부분 PEF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상의 자회사로 될 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서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

회사로 정의하고,45 그러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각종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

는바,46 이러한 규제가 PEF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자산의 액이 1천억 이상인 PEF

를 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곤란이 발생하게 된다.47 이에 개정 간투법에서는 PEF에 

대하여는 최초 투자48 시로부터 10년간 지주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다.49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기·등록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등기 

                                                 
43 이 경우 제2의 PEF가 기존의 PEF에게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
여 이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 동원의 필요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존의 
PEF가 신용으로 그 보유 재산을 제2의 PEF에게 매각하고 그에 따른 대금채권을 사원들에게 
분배한 다음 그 사원들이 위 대금채권과 제2의 PEF의 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출자 의무를 상
계(주식회사와는 달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다.)하면 될 것이다.  
44 또한 유가증권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4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PEF의 사원들이 제2의 PEF에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하는 방식을 취
할 수도 있을 듯하다.  
45 공정거래법 제2조 1호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46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예컨대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 다른 회사의 주식
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0%,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에는 30%) 이상을 소유할 것,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지 아니
할 것 등의 제한을 받는다.  
47  예컨대 PEF가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을 buyout하는 것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48 아래에서 언급하는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말한다. 
49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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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는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5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한 

후, 동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우선, 상법상 일반적인 합자회사의 경우

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과 그 중 이행한 부분이 설립등기사항이며 그에 변경이 있

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PEF의 경우에는 그

에 관한 등기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있다.50 이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이 설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51는 점

과 그러한 등기에 따르는 등록세 납부의무를 PEF가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다52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유지하는 책임재산의 최소한조차도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게 한다는 것은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혹은 거래비

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적어도 사원의 출자가액의 총액 정

도는 등기하게 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53  실제로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최저

순자산액’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54 그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PEF의 설립등

기 시점에서 사원들이 실제로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차피 등

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55 한편으로 상법 제280조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합자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그 감소 전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6 PEF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지

는 아니한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규정에 따른 PEF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대체 언제 소멸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50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2항 
51 간투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제40조 제2항 제1호 
52 그러나 실제로 PEF가 등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다.  
53 다만 PEF의 사원이 출자가액의 전부를 실제로 출자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
러한 출자가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3자가 검토하기 위하여는 일단 당해 사원의 신원
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성명이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일반적으로 그러한 파악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출자가액의 총액만을 등기하게 하는 것은 어차피 별다른 실효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PEF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PEF의 재산 상태에 관한 그릇된 
신뢰만을 부여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54 간투법 제37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2항 제1호 
55 다만 실제로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역시 분명치 아니하다.  
56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감자시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에 갈음하는 채권자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
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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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음으로, 상법상 일반적인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

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상호까지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PEF의 경우

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상호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57 이는 유한책

임사원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PEF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일반적인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

한 때에는 그 성명’이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PEF의 경우에는 이것이 등

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PEF의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이면서 정관상 

그들 각자가 PEF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PEF의 거래 상대방이 PEF의 진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는 점에서,58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PEF는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6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

용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59  

 

IV.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1. 원칙적인 투자 형태 

  PEF의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의 원칙적인 형태는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다. 60  즉 개정 간투법에서는 

PEF가 buyout뿐만 아니라 이른바 significant minority investment까지를 할 수 있게 하

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asset management 차원에서 전형적으로 행하는 이른바 

portfolio investment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의 

10% 취득을 이를 위한 구별 기준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5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7호, 제2항  
58 물론 이 경우에 이른바 표현대표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PEF와 그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그러한 처리가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임은 명백하
다.  
59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6 제1항, 제2항 
60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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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PEF가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투자대

상기업의 소수주주 등으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

원을 넘어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의 10% 미만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 역시 원칙적인 투자 형태의 하나로 인정한다. 6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가? 우선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이사 1인 이상을 사실상 임면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즉 이른바 board representation

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이사가 

반드시 투자대상기업의 상근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비

상근이사 혹은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무방하다.62 그렇다면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이

사가 아닌 임원 중의 1인 또는 수인을 임면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간투법의 위 관련 규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외국

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서 위의 ‘임원’을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

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3 물론 이러한 정의

도 여전히 추상적이지만, 일응 이른바 CEO, COO 또는 CFO 등과 같이 회사의 업무 

전반 또는 그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는 위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이

에 반하여, 예컨대 ‘전무’ 또는 ‘상무’ 등의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지

는 데에 불과한 자는 위의 ‘임원’으로 보기 곤란할 것이다.64 다음으로 임원의 임면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면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PEF가 이른바 blocking minority로 되는 경우, 즉 투자대

                                                 
61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2호. 법문에서는 ‘지배력 행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PEF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control을 취득하는 경우만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
될 소지가 있으나, 그것은 아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62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significant minority investor로 되는 경우에는 그가 임면 권한을 가지
는 이사가 비상근인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것이다.  
6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 
64 감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위의 정의를 원용한다면, 그도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사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면, 
이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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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상 PEF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이

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가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범위는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구체

적으로 PEF가 어느 수준의 veto power를 가지는 경우에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을 듯하다. 

  이처럼 PEF의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법, 즉 이른바 

share deal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특정의 영업 또는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65 그러나 이러한 제

약은 적절한 deal structuring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일부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일단 신회사를 설립하여 그에 출자를 한 연후에 그 신회사로 하여금 위의 영업 또

는 자산을 취득하게 하거나,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위의 영업 또는 자산을 회사

분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게 한 연후에 투자대상기업 

또는 그 주주 등으로부터 신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면 될 것이다.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좁은 의미의 venture capital이나 이른바 growth-equity 투자를 위하여, 또는 이른바 

recapitalization 등과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도 있으며, 

투자대상기업의 buyout 등을 위하여 그 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입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시장에서 매집할 수도 있고, 사적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도 있으며, 공개매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함에 있어 friendly 

takeover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hostile takeover를 위하여 이른바 unsolicited bid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월

이 경과할 때까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형태의 투자의 요건을 갖추는 데에 실패

한 때에는 그때까지 취득한 주식 등을 원칙적으로 1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66 그리고 PEF가 위의 투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6월 이

                                                 
65 설령 그러한 방법의 투자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간투법
상 PEF가 직접 차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이상에는, 어차피 PEF가 직접 구체
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설령 PEF
의 차입이 충분히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PEF가 직접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그에 
따른 downside risk가 한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PEF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리고 PEF 
자체의 수익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다.  
66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6항,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7 제3항. 여기서의 제3자
에는 당해 PEF에 출자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는 물론 PEF가 위의 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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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주식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도 아니 된

다.67 이러한 제한은 PEF가 일종의 단기매매차익만을 노린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

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PEF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

한은 없다.68 다만 PEF가 다른 PEF 또는 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

동화전문회사나 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산

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나 기업구조조정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69 이는 PEF를 이른바 fund of funds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일반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PEF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투자자와 consortium을 구성하여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의 투자 요건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개정 간투법에서는 PEF가 

다른 PEF들과 이른바 ‘공동보유자’로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위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를 갖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70 따

라서 어느 PEF가 다른 PEF 이외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

으로 위의 투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으로 PEF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

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바,71 이러한 투자 역시 원칙적인 형

태의 투자의 하나로서 인정된다.  

  PEF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의 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출

자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이상과 같은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에 운용하여야 
                                                 
6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4항. 법문에서 ‘보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그 주식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원에게 분배한다거나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금
지된다.  
68 다만 개정 간투법에서는 PEF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등
에 관한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의 제한을 두
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69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2항 제2호, 간
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한편으로 PEF가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것도, 투
자신탁이 ‘회사’가 아닌 만큼,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한다.  
70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본문,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71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 7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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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2 

 

 2. 기타의 투자 또는 자산운용 

  PEF는 위에서 언급한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 이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

채, 교환사채 등과 같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투자증권에의 투자 73와 투자대상기업에의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한 일정한 파생상품에의 투자74를 할 수 있다.  

  PEF는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

산·금전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75 즉 PEF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를 한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대한 금전채

권76을 취득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금전채

권에의 투자의 허용은 이른바 troubled company의 turn-around에 PEF가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한편 PEF는 위와 같은 여러 방식의 투자에 운용한 후에 남은 재산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투자증권에의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77 다만 위의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PEF의 재산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된다.78  

  그런데 위와 같은 각종의 자산운용상의 제한은 PEF가 중간에 vehicle을 개입

시키는 경우, 즉 일단 별도의 vehicle에 투자를 한 연후에 그 vehicle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즉 그러한 vehicle이 회사의 형태를 취하
                                                 
72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3항,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6항. 이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미묘한 문제들이 있으나, 일단 PEF
에 출자의 이행이 있을 때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각 시점에서 그 1년 전까지 출자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경우 PEF가 투자 
후 회수한 금액은 그것이 다른 투자증권 혹은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다시 투입되지 아니하
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전의 투자에 계속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
다.  
73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3호. 법문의 표현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 의미는 
본문과 같이 새겨야 할 것이다.  
74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4호 
75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7호,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4항.  
76  법문의 표현상으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PEF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나, 입법 의도는 그러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았을 듯하다.  
77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2항, 간투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2호 
78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2항 제2호,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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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이 역시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회사’에 해당하

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vehicle이 PEF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식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PEF가 위의 제한을 준수하는 결과로 될 수 있는 것이다.79  

 

3. 차입의 제한 

  PEF는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8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 또는 채무보

증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 비율은 그 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PEF에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바, 일반적으로도 private equity fund가 

fund level에서 직접 차입을 하는 경우란 없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PEF의 활동에 무

슨 특별한 장애가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V.  투자목적회사 

 1. 투자목적회사의 개념 

  private equity fund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투자대상기업이나 그 주주 등과 직

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별도의 vehicle을 설립하여 그에 출

자를 한 후 그 vehicle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방식의 거

래를 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그로써 다양한 형태의 deal structuring이 가능하게 된

다는 점과 fund의 투자수익률 증대를 위하여 leverage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fund level이 아니라 vehicle level에서 일으키는 것이 downside 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점80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정 간투법상으로도 PEF가 이러한 vehicle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

되어 있으며,81 그러한 vehicle에 반드시 특정의 PEF만이 단독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

는 것도 아니다. 즉 특정의 PEF가 다른 PEF와, 또는 다른 financial investor와, 나아

가서는 strategic investor나 투자대상기업의 기존 경영진 혹은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그러한 vehicle을 설립하여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82  또한 반드시 하나의 

                                                 
79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6 제2항 제3호에 의하
여 ‘다른 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에 그러한 vehicle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80 나아가 개정 간투법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F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PEF가 leverage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vehicle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결할 것이다.  
8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vehicle 역시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다
른 회사’에 일반적으로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82 물론 그러한 vehicle에의 투자가 PEF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로 인정 받기 위하

 18



vehicle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복수의 vehicle을 여러 단계에 걸쳐 이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 간투법에서는 그러한 vehicle 중에서 특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것을 특별히 ‘투자목적회사’라 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83  즉 i) 상

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ii)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에 따라 PEF가 

행하는 종류의 투자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iii)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PEF이고,84 iv) PEF처럼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회사를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개정 간투법에서는 왜 이러한 투자목적회사(이하 SPC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현행법상 PEF가 vehicle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데에는 여

러 장애가 존재하는바, PEF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러한 장애를 제거하여 주되, 그 대

상을 SPC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vehicle을 활용하는 데에 따르는 장애 중

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i) PE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vehicle의 자산총액이 1천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각종의 행위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ii) 그 vehicle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

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 간투법에

서는 SPC에 대하여는 최초 투자시 85로부터 10년간 지주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86  또한 정부는 SPC에 대하여 PEF와 동일한 수준의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경우 SPC level

에서의 법인세 부담은 사실상 회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7  

  개정 간투법이 그 주주 등의 전부가 PEF일 것을 SPC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PEF가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모든 vehicle에 대하여 SPC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우

려에 기초한 것일 터이다. 그렇지만 예컨대 PEF가 이른바 management buyout을 하면

서 투자대상기업의 기존 경영진에게 vehicle의 지분 일부를 부여하는 경우 또는 

leverage를 일으키면서 일부 lender, 특히 이른바 mezzanine financing을 제공하는 자에

                                                                                                                                               
여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3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9 제1항 
84 다만, 그 주주 또는 사원인 PEF들의 사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85 PE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
족하는 투자를 말한다. 
86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17 제1항 
87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는 SPC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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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부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vehicle을 설립하여야 할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일정

한 범위 내에서 PEF 이외의 자가 출자한 vehicle도 SPC로 포섭하는 것이 PEF의 활

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수 있었을 듯하다.  

 

 2.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 

  SPC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F에게 허용되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결국 그 자산을 그러한 투자를 하는 데에만 운용하

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다.88  다만 그 운용 비율에 있어서는 PEF에 대한 것과 

같은 제한이 직접적으로 SPC에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SPC가 위에서 언급

한 PEF의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 이외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SPC에 대한 PEF의 투자는 PEF의 원칙적인 형태의 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89 

  한편으로 PEF는 원칙적으로 SPC의 주식 등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그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는 PEF가 

SP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의 의무 보유 기

간에 관한 제한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SPC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도구 회사이므로 그 구체적인 업무집

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그 중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PEF의 업무집행사원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90 이 또한 대기업집

단 등이 SPC의 자산운용을 위탁 받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각종 규

제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3. 차입의 한도 

  SPC는 PEF와 달리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그와 관련된 타인을 위

                                                 
88 그러나 일반의 투자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
자면, 그러한 투자를 하는 vehicle은 SPC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으로 SPC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이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SPC가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exit을 한 연후에 그 수익을 즉시 PEF에게 귀속시키기
는 어려울 것인바(SPC는 합자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므로 수시로 출자자
에게 배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사이에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용이 SPC의 ‘목적’ 범위 밖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89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7 제3항 
90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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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차입 등은 SPC의 자기자본의 2배를 

한도로 한다.91 이처럼 SP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것은 PEF가 SPC를 통하여 

leveraged buyout 등을 함에 있어 과도하게 leverage를 일으키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

을 염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leveraged buyout에 따를 수 있는, 예컨대 이른바 

fraudulent transfer의 위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PEF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며, 민법

상의 사해행위취소권이나 파산법 또는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의하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배임죄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대응되어야 할 성질의 것일 따름이다. 또한 위와 같은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채무 부담 능력이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일 터인바,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SPC level에서의 차입액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

러운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을 듯하다.  

 
91 개정 간투법 제144조의9 제3항, 개정 간투법시행령안 제131조의8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