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배인의 지배권 제한

Ⅰ. 지배인의 대리권
1. 의의
지배인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거래의 상대방과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상법 제11조
제1항)
2. 특성
가. 포괄성: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에 미침
나. 정형성: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
다. 획일성(불가제한성): 영업주가 지배권을 임의로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3. 지배권의 범위
가. 영업관련성
영업에 관련된 행위에 한정. 영업에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대법원 96다36753)
나. 영업의 특정성
상호 또는 영업소별로 개별화된 특정 영업에 한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한과 구별
다.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
소송행위의 대리만을 위하여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은 불허.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모두 가능
4. 지배권의 제한
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제반(제11조 제3항)
(1)요건
(가)지배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
(나)본인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지배인의 자격이 있을 것
(다)거래의 상대방은 지배권이 제한된 사실에 대하여 선의
판례: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으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96다
36753)

5. 표현지배인

Ⅰ. 서론
1. 의의
지배인이 아님에도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상법 제14조)
2. 취지
대륙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를 근거로 한 거래안전의 보호
Ⅱ. 요건
1. 외관존재(명칭사용)
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구비해야하는 여부
학설: 형식설(실질구비 판단기분 불명확, 거래상대방 보호)과 실질설 존재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
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
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97다6704).
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
지점차장, 지점장대리, 영업소주임 등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케 할 수 있는 명칭은 지배인으로서의 명
칭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93다36974)
다. 대리행위
통상 지배인의 권한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범위내의 행위(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대법원 97다6704)

2. 외관부여(명칭부여)
가.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부여 또는 묵시적 허락
나. 영업주의 귀책사유 정도
학설: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만 해당, 중과실로 방치한 경우도 해당, 경과실로 방치한 경우까지도 묵시적 허락이
라고 보는 견해 대립
판례-제39조와 제395조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11다870)고”고 판시하여 1설과 같은 입장
3. 외관의 신뢰(상대방의 선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과 단순선의설 대립
검토: 선의 무중과실설-상거래상 중과실은 악의와 같은 취급, 영업주보호와 거래안전 조화
4. 통상지배인의 권한범위 내 행위일 것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 판단
Ⅲ. 효과
영업주의 책임. 거래상 이행책임이므로 과실상계 부과

6.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 서설
1.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상법 제24조)
2. 이론적 근거: 대륙법상 외관법리 내지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 일반 공중의 상호에 관한 신뢰 및 거래안
전보호
Ⅱ. 요건
1. 외관존재
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명의대여자-상인일 필요 없음
명의차용자-견해대립
①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명의차용자는 상인이거나 최소한 명의차용자의 행위가 상행위일 것을 요한다
는 견해(통설)
②명의차용자가 상인이거나 상행위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③판례는 인천시립병원 명칭 부여한 인천시가 상인 아님에도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85다카2219)
나. 명의의 동일성: 사회통념상 오인가능한 명칭
상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부가한 경우 본조의 책임을 긍정. 대법원은 “영업소“명칭사용시 책임긍정.
‘대리점＂명칭사용시 책임 부정하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어야 한다는 입장
다. 영업의 동일성

(1)학설: 영업동일성 필요설(영업상의 거래책임) vs 영업동일성 불요설(외관형성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거래
의 상대방 보호 필요)
(2)판례: 원칙적으로 영업동일성 필요성. 그러나 동일성 완화하여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을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의 경우
영업동일성 긍정(대법원 78다236)
Cf)명의대여자가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영업동일성 문제 삼지 않고 본조책임을 긍정
2. 외관부여: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가.명의사용의 허락: 명시적 묵시적 허락 모두 포함.
다만, 단순 부작위를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학설의 경우 부가적 사정 불요설과 부가적 사
정 필요설 대립)되나 판례는 정미소 임대와 함께 상호사용을 방치한 경우 책임 긍정하여 부가적 사정 필요설
의 입장으로 해석.
나. 위법한 명의대여의 경우
판례: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
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87다카1304).
3. 외관신뢰
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할 것
나. 오인의 의미에 관해 단순 선의설,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대립
다. 판례는 무중과실설의 입장(선의 무중과실)

Ⅲ. 효과
1. 책임의 성질
부진정연대채무로 봄이 일반적인 입장이자, 판례의 태도
2. 책임의 범위
거래자체의 이행상 책임, 영업거래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 포함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내의 채무로 한정되는지 문제되나 대법원은 동양정미소 사건에서 “임대인이 대
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 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82다카 1852)”고 판시

7. 상호전용권

상호
Ⅰ. 의의
문자로서 표시되는 상인의 자기표시 명칭
Ⅱ. 상호의 선정
1. 상법상의 상호선정
원칙: 상호자유주의(상법 제18조)
제한: 동일영업 단일상호의 사용(제21조), 회사상호 사용상의 제한(제20조, 19조), 부정목적사용금지(제23조)
2. 상호의 등기
개인상인의 경우-등기 비강제주의
회사의 경우-등기 강제주의
Ⅲ. 상호권
1. 의의
사인이 그가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구성
2. 법적성질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인의 대외적 자기표시의 명칭인 점, 제25조에서 상호의 양도는 영업 일체
의 양도와 함께 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는 겸병설이 통설

3. 상호권의 내용
가. 상호사용권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등기유무불문)
나. 상호전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가 타인이 자기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용을 배척하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유무불문, 타인의 동일상호사용은 배척할 수 있는 소극적권리)
(1)요건
(가)기존의 자기상호의 존재: 등기유무불문
(나)타인의 동일 내지 유사상호의 사용: 동일한 상호, 유사한 상호 모두 포함. 오인가능성의 존재. 거래행위, 사실행
위 사용 모두 포함. 판례는 서울 “보령제약주식회사”와 수원 “수원보령약국”사이에는 지역,영업종류사의 차이로 상
호유사성을 부정(73다1238)
(다)부정한 목적: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시킴으로써 타인의 상호가 갖는 신용 내지 경제적 가치
를 이용하려는 주관적 의도 의미. 판례는 고려당 사건에서 “상호의 사용시기“, “상권과 명성＂ 및 “서울고려당과 서
울고려당 마산분점의 관계＂에 비추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92다49492)
(라)피해자의 손해받을 염려: 현실적 손해의 염려. 등기상호권자의 경우 불요(제23조 제2항 후단)
(2)효과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2항)
손해배상청구권(제23조 3항)-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필요없이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
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다
과태료의 제제(제28조)

8. 부실등기의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가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력(제
39조). 공신력 부정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방지 목적 제도
2. 법적성질
가. 학설
제한적 공신력설(선악 불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
등기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예외적으로 인정
외관주의설(선의 무중과실): 공신력과 무관하게 외관 작출한 자의 책임을 추궁
검토: 공신력이란 등기한 자의 과실 유무 불문. 제39조는 과실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관주의설이
타당. 판례도 같은 태도(“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6다19321)
3. 요건
가. 외관의 존재
(1) 사실과 상위한 등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
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19797).

(2)등기한 자에는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포함하지 않으나 대리인, 부실등기에 동의 또는 묵인 등에 협력
한 자도 포함
(3) 변경, 소멸의 등기 해태의 경우
37조만 적용된다는 견해와 제39조의 문제라는 견해, 37조 제1항과 제39조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제37
조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나. 외관의 부여(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1. 문제점
등기신청인의 단순한 방치시에도 제3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
2. 학설
제1설: 악의 방치가 과실과 동일시될 경우 적용
제2설: 중과실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
제3설: 단순과실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
3. 판례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제3자의 문서위조의 방법)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정도가 어떠
하든(즉,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74다1366).
다. 외관의 신뢰(선의의 제3자)
제3자란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 포함. 선의란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것. 중과실은 제외(무중과실설
입장)
4. 효과-요건구비시 등기된대로 법적 효관 인정. 제3자가 실제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효과 주장하는 것은 무방

표현대표이사
1. 규정 및 의의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적용요건
가.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회사를 대표할 만한 명칭의 사용, 예시규정
판례의 경우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나 최근 ‘경리담당이사’라는 명칭에 대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
정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
기 위해서는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
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5091 판결 주식매매대금 [미간행])
(2)이사자격의 요부
본조의 취지상 이사 자격 없는 자에게도 유추적용 가능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
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나.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학설: 고의에 경우 묵시적 허락에 해당한다는 견해, 과실로 방치한 경우 묵시적허락에 해당한다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적 허락에 해당한다는 견해 존재
판례: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
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
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
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라면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다870 판결 제3자이의 [미간행])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
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
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50908 판결 수표금 [공1996.1.1.(1),42])
(2)명칭사용의 허락기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거나 대표이사가 허용
다. 외관의 신뢰

판례: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
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
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
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
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거래
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손해배상 [공2013상,449])
3. 효과-회사의 거래이행책임긍정, 표현대표이사 개인책임은 별개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적용범위
가. ‘대표＇행위
395조는 대외적인 대표행위에만 적용된다.
나. 대표＇행위‘
본조는 거래행위에만 적용되지 불법행위,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권한 내＇의 행위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한정된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처야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의 경우, 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보호받지 못한다.

9.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Ⅰ.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대법원 2005다602)
2. 영업양도의 의미
가. 영업양도의 개념-영업재산양도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
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
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
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 [공2005.9.1.(233),1400])
나. 영업의 동일성
-영업재산양도설에 의할 경우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핵심요소에 해당. 동일성 유지시 영업의 일부양도. 일부 제
외도 가능. 특정승계에 불과하므로 개별 채권, 채무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해서 당연히 이전하는 것 아님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인적조직의 승계를 중시하여 종업원 전원 해고하고 단순히 물적 재산의 일
체만을 양도한 경우 영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91다15225).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퇴직금 채무 등의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2004다34790)
3. 현물주차에 의한 영업양도 가능성
가. 학설-영업양도규정 직접적용설, 영업양도규정 직접적용부정설, 영업양도규정 유추적용설
나. 판례-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유
사하다고 하여 유추적용을 긍정(대법원 96다13767)

Ⅱ. 영업양도의 절차
1. 일반적인 절차
가.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양수인은 상인에 한정되지 않음. 합의 없이 영업재산과 영
업조직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전된다면 설령 사실상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
었더라도 영업양도가 아니다(종업원은 양수인에게 재취업하고, 영업재산은 양수인이 경매에 의해 매수한 사안. 대
법원 2005다602).
나. 내부적 절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절차
다. 채권자 보호절차
일반적 채권자보호절차규정 부존재. 단지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 규정만 있음.
2. 총칙상의 영업양도 개념과 제374조 제1항에서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가. 문제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중요한 영업용 재산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총특별경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됨.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함
나. 학설
(1)실질설-양자의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없고, 회사의 이익 보호를 근거로 주주총회결
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2)형식설-법해석의 통일성,안정성을 위해서는 양자를 동일하게 해석. 따라서 중요한 영업재산만을 처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
(3)절충설-원칙적으로 형식설이 타당하나 주주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제374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다. 판례-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
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
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
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8.0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8.5.15.(823),834])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적 효과
가. 계약이행의무: 재산권이전과 대가지급의무
나.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의무의 내용: 제41조 제1항-동종영업에 한정되고 않고 유사영업까지 포함
위반의 효과-상법상 규정 부존재.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 준용(민법 제389조 제3항, 제390조)
일신적속적 의무
판례는 양도인이 가처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유효. 단지 양도인이 경
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뿐이라고 판시. 한편 양도인이 경업금지약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3마473).
2. 대외적 효력
가. 영업상 채권자 보호(제42조, 제44조)

(1)필요성: 양도인의 변제자력 악화 위험으로부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
(2)적용요건
(가) 영업양도가 있었으나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 없을 것
(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 있을 것: 양도인의 영업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 한
편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대법원 96
다8826).
(다) 양수인이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광고를 하였을 것
-사회통념상 그 중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 성 인정
-합의가 무효 취소 또는 무단사용의 경우에도 제42조 상호속용에 포함(판례)
-판례는 남성사와 남성정밀회사 사이에 상호속용을 인정
(라) 채권자의 선의(통설): 선의의 채권자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면책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한 때만 효력이 있고(제42조 제2항) 양도인의 협력없이는 양수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양수인 보호
필요상 통설이 타당하고, 이때 선의의 대상은 영업 양도 사실 또는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
(3) 효과
-원칙: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 부담(42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
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
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이고, 이 규정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
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매매대금 [미간행])
-예외: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 또는 통지한 경우
변제의 책임이 없다(제42조 2항) 단, 양수인이 단독으로 채권자에게 면책통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2

쟁점
1.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부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가부 3.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가부
법인격부인론
Ⅰ. 서설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잠정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의 인격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론
Ⅱ. 인정여부
학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판례: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
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
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손해배상 [미간행])

Ⅲ. 법적근거
1. 학설: 신의칙설(민법 제2조, 제한적 보충적 적용), 법인적 내재적 제한설(법인성. 다른 사법규정과 상충되지 않
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
2. 판례: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신의칙설
Ⅳ. 적용요건
1. 법인격 형해화 유형의 경우-회사가 법인격의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
가. 객관적 요건 필요(2007다90982)
①주주의 완전지배: 단순히 모자회사 간 임원의 겸직이 있거나 주주가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
을 정도의 완전한 지배력 행사할 것
②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주주와 회사 간 각자의 재산과 업무, 대외적 기업활동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것
나. 주관적 요건 불요
2. 법인격 남용 유형의 경우-채무 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 설립
가. 객관적 요건 필요(형해화 유형과 같으나 완화해석 가능)
나. 주관적 요건 필요
①단순히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②기존회사의 폐업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
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
려하여 신설회사 설립을 채무면탈의 의도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대법원 2006다24438)

Ⅴ. 역적용의 문제
1. 문제점: 법인격을 부정하여 그 법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을 반대로 법인구성원의 책임을 법인
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문제
2. 학설
적용부정설->채권자취소권, 해산명령신청, 주주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처리
적용긍정설->법인격 내재적 한계설에 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확보를 위해 적용범위 확장을 주장
3. 판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공2011상,1168])
상법제42조 유추적용문제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
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문제점
채무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영업 일체를 새로이 설립되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채권자 입장
에서 볼 때에는 외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과 구분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경우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
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유추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2. 학설
가. 긍정설
영업양도의 경우나 영업의 현물출자의 경우 다 같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
능적 재산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영업의 현물출자를 받아서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
1항의 유추적용을 긍정
나. 부정설
영업양도는 개인법상 거래법상의 제도이나 영업의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합동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고,
영업양도를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경우에까지 적용함은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회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그 적용을 부적할 것이다.
3. 판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고가물운송
인의
손해배상책
임

1. 상법의 규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
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의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운송물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보
통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고가물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
3. 고가물의 판단 및 고지의 방법과 시기
가. 고가물의 판단
부피나 무게를 비교 다른 물건보다 현저히 가격이 비싸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큰 것
나. 고지의 방법과 시기
고지의 방법으로서, 송하인은 운송계약 체결시 운송물의 종류, 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고가물
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그 상환증에 물건의 종류와 가격이 명시된 경우에 한
해 고가물 명시를 주장할 수 있다. 명시여부의 판단시기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운송물의 인도시까지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인식한 경우라면 운송인의 보호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인도시설이 타당하다.
다. 고가물임을 명시한 경우: 명시한 가액을 최고한도로 손해배상액 결정
라.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1)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와 보통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제136조의 법취지나 제136조의
반대해석상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도 없다는 완전면책설

(2)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학설: 보통물주의의무-고가물책임설, 고가물주의의무-고가물책임설, 완전면책설의 대립
검토: 고가물주의의무-고가물책임설은 처음부터 명시한 경우와 우연히 안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당하고,
완전면책설은 알면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다수설인 보통물주의의무-고가물
책임설이 타당
(3)고가물임을 모른 상태에서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훼손시킨 경우: 통설은 제136조의 적용을 부정. 따
라서 운송인은 제135조 및 제13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4. 운송인의 책임 소멸
가. 제도의 취지: 입증자료 보존의 어려움과 거대한 위험의 수반을 이유로 법률관계의 신속종결필요
나. 특별소멸사유
(1)규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원칙: 운송인으로부터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손
해배상책임은 소멸
(3)예외: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거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단기소멸시효

원칙: 1년의 단기소멸시효
예외-악의인 경우: 5년의 일반상사시효
(4)특별소멸사유와 단기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악의의 의미
통설: 단지 멸실, 훼손, 연착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의미
5. 불법행위와의 관계
가. 문제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시에도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설
(1)청구권경합설: 책임발생의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양 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2)법조경합설: 특별법인 채무불이행책임만 적용되므로 책임제한 주장 가능하다
(3)절충설: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서 운송인 보호를 위하여 운송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제한 규
정이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
다. 판례: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91다15409)

화물상환증
의 채권적
효력

Ⅰ. 서설
1. 의의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2. 성질: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3. 발행 및 양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인이 발행(제128조 1항), 배서에 의해 양도(제130조)
Ⅱ.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간의 관계)
1. 의의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2. 채권적 효력
가. 문제의 소재(문언증권성과 요인증권성의 관계에 관한 문제)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공권) 및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상
위한 경우(운송물상위),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그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나. 학설
(1) 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발행. 공권의 경우 원인없는 증권으로서 당연히 무효.
운송물상위의 경우는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인도
(2)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 운송인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책임. 운송인은 악의의 취득자에게 악의항변가능(민법 제
515조 단서, 상법 제65조)
다. 판례: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
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5.03.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5.1.(225),633])

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 관계는 실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
나. 운송인의 항변
운송인은 증권 기재대로 소지인에게 책임(131조), 예외적으로 소지인에게 대항가능
①증권 기재가 사실과 상위한 경우(공권)에 악의 소지인(65조)
②증권작성행위 자체에 의사무능력 등 하자가 있는 경우
③운송인이 과실없이 불가항력으로 운송물이 멸실한 경우(135조) 등
Ⅲ. 물권적 효력
1. 규정 및 의의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물권적 효력의 법적 구성
가. 문제점: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규정과 상법 제133조의 관계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나. 학설
(1)절대설: 상법 제133조는 민법 제190조에 대한 특별규정(물권적합의 + 화물상환증 교부)
(2)대표설: 상법 제133조는 민법 제190조에 기초를 둔 규정(물권적합의 + 화물상화증 교부+운송인의 운송물 점
유, 점유회복가능성)

(3)엄정상대설: 상법 제133조는 민법 제190조에 대한 예시규정(물권적합의+화물상환증 교부+운송인의 운송물 점
유+ 대항요건)
다. 판례 절대설 또는 대표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권
적 효력에 의하여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 검토(대표설): 절대설은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도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부당하고 엄정상대설 역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부당. 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동산법 질서를 조화한다는 면에서 대표설
이 타당.
3. 발생요건
(1)당사자 사이에 물권변동의 합의가 있을 것
(2)화물상환증을 교부할 것
(3)운송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송인이 점유, 점유회복이 가능할 것. 따라서 공권의 경우나 운송 중에 운
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4. 효과
소지인은 화물상환증 교부를 통해 운송물의 양도, 입질 가능. 운송물 처분지시 가능
제3자에 의해 선의 취득된 경우 점유회복 가능성에 부정 물권적 효력이 불인정

공중접객업
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
Ⅰ. 서설
1. 의의
공중접객업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51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
Ⅱ.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의의: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52조 제1항)
2. 임차의 의미에 관하 판례의 태도
가.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관리통제시설)가 갖추어진 여관의 경우: 객이 이러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묵시적 임치의사를 인정
나. 관리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여관의 경우: 투숙객이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
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
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대판 98다37507)
Ⅲ.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특별히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
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52조 2항)
2.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객에게 있고, 사용인은 법률상 고용관계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사실상 사용된 자이면
족함.
Ⅳ. 고가물에 관한 책임-153조

법인격부인
의 법리

법인격 부인의 법리- 슬라이드 25~27 참고

1인 회사

Ⅰ. 서설
의의: 주식이나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회사
과거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정회사를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Ⅱ.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주주총회의 운영
(1) 문제점: 운영상 하자 존재시 1인주주의 동의만으로 하자 치유 가능여부
(2) 학설: 치유긍정설(1인회사의 의사는 주주 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vs 치유부정설(기관분화의 원리. 주식회사
의 개인기업화 방지를 위해 소집통지를 해태한 경우 이외에는 치유를 인정할 수 없음)
(3) 판례
Ⓐ주총소집통지해태: 1인 주주가 사전양해, 사후동의하면 하자치유
Ⓑ이사회결의에 하자.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한 소집: 1인 주주 주총 출석시 하자 치유(대법원 2008도1044)
Ⓒ 주총 개최한 사실 없이 주총 개최된 것처럼 주총의사로 작성: 1인 주주 작성시 하자치유(최근에는 의사록작성
조차 없더라도 1인 주주의 의견표명이 있었다면 증거에 의해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판시(2004다
25123))
Ⓓ영업양도 주총특별경의결여: 1인 주주 동의 있으면 하자 치유
(4)검토: 긍정설-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이라는 점, 주주총회결의를 믿은 제3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정하더라도 결국은 회사의 의사가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

회사의
권리능력

회사의 권리능력-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1. 제한의 가부
가. 문제점- 회사의 권리능력을 정관목적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민법 제34조를 영리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설
(1)제한설-민법 제34조는 법인일반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이므로 상법에도 동 규정이 적용. 회사의 목적은 정관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
(2)무제한설- 상법에 민법 제34조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 없다. 상업등기에 의한 공시는 불완전하고, 구체적 판
단이 어렵다.
다. 판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
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
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0상,115])
2. 정관의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의 효력(상대방의 악의와 효력)
제한설의 입장-상대방의 선악불문하고 무효
무제한설의 입장- 원칙적 거래행위 유효 다만 상대방 악의시 신의칙에 의거 유효 주장 못함.

설립 중의
회사

설립 중의 회사
1. 의의: 회사의 설립(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
판례: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출처 :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집18(2)민,298])
2. 법적 성질: 법인격 없는 사단설(정관존재, 발기인을 회사의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설립 중 회사에 권리의무가 귀
속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판례 및 통설
3. 성립시기
가. 학설
(1)정관작성시설: 정관작성으로 발기인의 확정, 발기인의 의무적 주식인수
(2)발기인 1주 이상 인수시설: 인적 물적 기초의 일부 확정으로 사단의 실체발현
(3)발행주식총수 인수시설: 자본충실원칙, 법정 최저자본금
나. 판례: 발기인 1주 이상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
으로 한다.’(출처 :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다3573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3.15.(102),564])
4. 권리의무의 이전요건
가. 이론구성(동일성설-통설)
-설립 중 회사 개념인정, 설립 중 회사의 성립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봄
-설립 중 회사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 회사에 총유 또는 준총유 형식으로 귀속되었다가 성립 후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

나. 동일성설에 따른 권리이전 요건
Ⓐ설립 중 회사의 존재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발기인의 권한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것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
가. 학설
Ⓐ최협의설: 정관작성, 주식인수, 설립등기와 같은 직접 필요행위만 해당. 개업준비행위 제외, 회사보호
Ⓑ협의설: 법률상 및 경제상 필요한 행위. 개업준비행위 제외
Ⓒ광의설: 법률상 및 경제상 필요한 행위 가능, 개업준비행위 포함, 거래안전 중시
나. 판례: 광의설
발기인대표가 설립 후의 회사를 위하여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발기인이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인으로서 한
것이므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70다1357)
5. 권리의무의 이전효과
요건을 구비한 경우-설립 중 회사에 잠정적 귀속되었다가 별도의 권리의무승계절차 없이 성립 후 회사에 귀속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 및 거래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별개의 계약인수절차 필요
추인의 가부에 대하여 판례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이다. 그러나 동시에 제375조의 사후설립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특별결의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91다33087)

재산인수

재산인수
1. 의의-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성립 후 회사가 사용할 재산을 성립 후에 매
입하기로 하는 약정(290조 제3호)
2. 취지- 과대평가시 자본충실 저해. 양도인이 발기인인 경우 현물출자 잠탈수단방지 위해 변태설립사항으로 규
제
3. 법적성질과 발기인의 권한
가. 재산인수의 법적 성질: 개업준비행위
나. 개업준비행위와 발기인의 권한
(1) 최협의설 및 협의설: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제290조 제3호는 특별규정(회사
성립 후 목적사업 공백없이 수행위해 정관기재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광의설: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 권한에 포함. 따라서 제290조 제3호는 주의적 규정(회사재산기초약화, 탈법행
위로 악용우려 정관기재 있으면 허용)
4. 요건
가.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 지위에서 계약체결
나.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자산
다. 정관기재와 같은 규제사항의 이행: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무효
5. 효력
가. 요건구비의 경우: 설립 중 회사의 유효한 행위. 성립 후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취득
나. 요건불비의 경우: 무효
다. 추인의 가부

학설
Ⓐ긍정설: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취급하자는 소급적 추인설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자는 비소급적 추인설이 대
립
Ⓑ부정설: 실정법상 근거 없다는 점, 추인을 긍정하는 것은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제290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
Ⓐ판시내용: 재산인수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시

가장납입

가장납입
1. 의의 및 취지
의의: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
취지: 회사설립시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선의의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염려가 있어 규제가
필요함.
2. 가장납입의 유형
가. 통모가장납입: 발기인과 납입금 보관은행이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입금이 보관되지 아
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발기인에게 납입금 보관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발기인이 이를 가지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형태->이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에 대항 불가(상법 제318조 제2항)
나. 위장납입: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
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3. 위장납입의 효력
가. 학설
납입무효설(다수설): 자본충실저해, 강행법규위반, 출자없는 주주권의 유지발생
납입유효설: 현실적 자금이동의 존재,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으로 해결
나. 판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
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
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5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집31(3)특,77;공1983.7.15.(708),1025])

4. 회사설립의 효력
가. 납입유효설- 납입 유효하므로 회사설립이 유효
나. 납입무효설- 납입 흠결이 현저한 경우 회사설립의 무효사유에 해당. 근소한 경우 납입담보책임.
5. 관계인의 책임
가.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납입유효설의 입장: 발기인의 체당납입주금반환의무,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납입무효설의 입장: 자본충실책임과 설립의 효력에 관한 학설중 ⓐ설립무효관계설에 의하면 납입흠결되어 자본충실책임 부
담 ⓑ설립무효구제설에 의하면 흠결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립무효사유
(2)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제322조 제2항)가능
(3) 형사책임-상법상의 특별배임죄, 가장납입죄 및 형법상 배임죄
판례의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성립을 긍정하고 , 업무상 횡력죄 성립을 부정한(2003도
7645)
나. 이사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현금인출 및 반환에 관여시 임무해태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99조) 및 해임사유
(2)제3자에 대한 책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401조)
6. 가장납입주주의 책임
가. 납입유효설-주식인수인은 주주권취득, 주주는 체당납입주금반환의무 부담
나. 납입무효설-주식인수인은 주주권취득 못함. 주주로서의 책임부담하지 않음
다. 판례-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
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5.01.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1. 서설: 주식인수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의 문제
2.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가. 주금납입의 의무: 실질적 주식인수인(제332조 1항)
나. 주주의 확정: 실질적 주식인수인이 주주
3.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 주금납입의 의무: 주식인수인과 명의대여자 연대책임(제332조 2항)
나. 주주의 확정
(1) 문제점: 상법은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누가 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
음.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에서 누가 주주가 되는지 견해가 대립.
(2) 학설
ⓐ실질설: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행위를 사실상 행한 자에게 귀속, 332조 1항 규
정
ⓑ형식설: 명의상 주식인수인이 주주. 단체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필요성. 실질 주주 조사의 어려움
(3) 학설에 따른 차이 설명
ⓐ명의차용자의 지위
실질설: 명의차용자가 주주. 주주의 권리행사라면 명의개서 필요
형식설: 명의차용자는 주주 아님, 명의개설 불가
ⓑ제3자에 대한 주장
실질설: 명의차용자는 주권을 무권리자가 소지시 명의개서 않고도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여 주권인도청구 가
능
형식설: 명의차용자는 명의대여자로부터 권한 수여받지 않은 한 주권인도청구 불가

판례: 실질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지,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
가 될 수 없다(대법원 78다805).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회사성립시)
가. 자본충실책임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
-법적성질: 무과실책임,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 불가
-내용
인수담보책임(321조 제1항): 발기인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입책임을 진다. 발기인간에는 인수한 주
식에 대한 공유관계가 생긴다. 책임은 설립등기일이나 주식인수청약의 취소시에 발생한다.
납입담보책임(321조 제2항): 발기인 공동으로 납입의무. 납입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납입한 후에 구상
할 수 있다. 책임은 설립등기일에 발생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1) 문제점: 강제이행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2) 학설
-부정설: 타인에 의한 대체이행이 곤란한 점, 금전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상법
의 태도라는 점에서 부정
-긍정설: 반드시 대체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납입담보책임을 부담시켜 회사설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함이 기업유지이념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긍정
나. 손해배상책임
-의의: 회서설립에 관해 임무해태시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제322조 제1항)
-법적성질: 상법상 특수한 손해배상책임(법정책임, 과실책임),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가능
-발생요건
ⓐ회사가 성립할 것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발생

-내용
Ⓐ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과 병존가능
Ⓑ 이사 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발기인의 연대책임
ⓒ 과실책임으로 총주주 동의로 면제가능(제324조, 400조)
다. 이행청구
대표이사의 이행 청구, 대표소송(324조, 403조 내지 406조)
2. 제3자에 대한 책임(회사성립시)
가. 의의: 악의, 중과실로 임무해태시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322조 제2항)
나. 법적성질: 법정책임설, 특수불법행위설, 불법행위특칠설이 대립하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법이 인정한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법적책임설이 타당
다. 발생요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제3자에게 손해발생
Ⓑ악의 또는 중과실은 임무해태에 대하여 있으면 족하고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선 불필요
라.제3자의 범위: 회사 이외의 자로서 주식청약인, 주식인수인, 회사채권자를 포함
-주주의 간접손해가 본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설: 소극설-주주의 간접손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면 족함
적극설-대표소송의 제한성
판례: 소극설-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
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03다29661)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1. 의의: 주권발행전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전까지의 주식을 의미하는데, 상법
상 원칙적으로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가 금지된다(335조 제3항)
2. 법적취급: 원칙적금지(335조 제3항 본문)-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예외적허용(335조 제3항 단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지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
3.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고 6월 경과후의 양도
가. 효력: 유효한 주식양도(335조 제3항 단서). 양수인은 명의개서. 주권발행 교부청구 가능
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통설, 판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제3자
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승낙이 있어야함
다. 통지 승낙의 대항력과 명의개서의 대항력과의 관계
판례: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
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94다36421)
학설-제1설: 통지 승낙의 대항력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보지만, 명의개서는 주주권행사를
위한 대항요건으로 본다.

주권의
효력발생시
기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점: 주권이 작성만 된 상태에서 도난이나 분실로 대외적으로 유통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자의 선의취득
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됨
2. 학설
가. 작성시설: 회사가 제356조의 형식을 구비하여 주권을 작성한 때 주권의 효력발생
나. 발행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자기의 의사로 누군가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의 효력발생
다. 교부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효력발생
3. 판례: 교부시설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주권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의의: 이미 주식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에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양수인. 형식적으로는 주주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넓은 의미의 실질주주에 해당.
2.원칙적 지위: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는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제3자에 대하여는 주
주로서의 지위 주장 가능
3. 회사의 임의적 권리인정 여부
가. 문제점: 회사가 명의개서미필주주에게 임의로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는 제337조 제1항이 주
주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구속력을 갖는가의 문제
나. 학설
(1) 편면적 구속설: 회사가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 제337조 제1항은 대항요건에 불
과하다는 점,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는 점, 회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문제
안된다는 점.
(2) 쌍면적 구속설: 회사가 임의로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집단절차의 획일확정 요청이 강하다는
점, 허용하게 되면 회사가 주주인정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다. 판례: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
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상법은 주식발행 후 즉시 주권을 발행하게 하고, 주권의 교부를 통해 주식양도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다수의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과
주식양도시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할지 문제된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식
의 이중양도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회사성립·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절대적 무효). 회사도
양도를 승인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였어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6월 경과 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회사가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2000두1850)
(2)회사성립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후의 주식양도: 이 경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여도 양도의 효력이 인
정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주식양도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이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방법은 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지명채
권 양도방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3)명의개서: 양수인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권소지에 따른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①지명채권 양도에 준하
여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②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인의 협볅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05다45537).
2.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의 확정
(1)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준하여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다(2005다
45537)
(2)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이중의 양수인 중 누가 주주권을 취득하는지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
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94다36421).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친 제1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은 앞선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임행위의 경우: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이중양수인이라도 하더라도 이중양도라는 배임행위에 양
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그 양수인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005다
45537). 따라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양수인은 확정일자에서 앞서더라도 주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중양수인 모두 통지가 이루어졌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순서에 따라 제1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호간에 우월한 지위를 주
장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1. 주식양도와 경의개서
(1)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양수도 그 자체는 당사자 간의 양도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양
수인이 그러한 주식의 이전을 화사에게 대항(새로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신을 주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청구한다
(2005다45537). 주권을 제시하거나 그 밖에 양수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양수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취득자는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거절을 당한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92다40952).
따라서 명의개서 부당거절을 당한 앙수인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효력
(1)추정력: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의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권리창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89다카5345). 명의개서를 한
자가 무권리자임이 증명되면 그의 주주권은 부인된다.
(2)면책력: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면 설령 그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353조 1항)
(3)대항력: 주주명부상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주식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새
로운 주주임을 주장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337조 1항).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 청구로 볼 수 없다(94다25735).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 아닌
개별재산의 양도라도 재산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영업의 양도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의의
상법 제374조가 본래의 의미의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즉 주주
총회 특별결의 및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라는 주주 보호 장치를 협의의 영업양도에만 적용할 것인
가 아니면 영업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재산양도에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중요재산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중요재산의 처분은
영업양도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 있다.
(1)불요설: 상법 제374조의 영업양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재산의 중요성 유
무는 거래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려운 회사의 내부적 사정인데, 이것에 의하여 거래의 효과가 좌우된다는 것은 거래
의 안전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한다.
(2)필요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처분을 대표이사가 자의
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주주의 보호나 기업유지 요청에 어긋나게 되고, 중요재산의 양도와 같은 예외
적인 현상에서는 동적 안전보다는 정적 안전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례
(1)원칙: 대법원은 상법 제374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를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이
해하고 있다(93다47615)

(2)예외: 대법원은 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영업
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
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2004다13717). 다만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상태에서 중요재산 양도한 경우라면, 새로이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90다10308).
4. 중요한 재산의 담보제공
회사의 존속의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재산을 매도담보에 의해 처분한 경우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못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폐업하게 되
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본다(65다2099). 반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비록 중요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다
고 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71다392).
5. 효과
영업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주주총회 특별경의가 필요하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특별
경의 없는 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

상호보유주
식

상호보유주식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충실저해 및 지배구조왜곡의 문제가 있어 금지된다. 그런데 두 회사의
지분관계가 모자회사(50% 초과)에 이르지는 않지만 ‘상당한＇경우에도 정도는 덜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우리 상법은 50%가 아니라 10%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을 금지하지는 않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1. 상호보유주식 해당 기준
①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모회사(A1)와 자회
사(A2)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모회사 (A3)
의) 자회사 (A4)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호보유주식
(상호주)이라고 한다.
2. 의결권의 제한
상호보유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즉 다른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4) 또는 모회사(A1, A3)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369조 3항).
위 ②의 경우 A1과 A2를 합산하여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면 B가 가지고 있는 A1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위 ③의
경우 A4 주식는 단독으로 10분의 1기준을 충족하므로 B가 가지고 있는 A4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B가 가지
고 있는 그 모회사인 A3의 주식까지도 의결권이 없다.
만약 상호주를 보유하고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
쪽 모두 소유한 상대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다. 위의 예에서 B회사의 자회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법문상으로는 B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는 A~A4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이설 있음).

3. 판단시기
지분관계상 상호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행
사 가부가 문제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06다31269). 예컨대 B회사가 보유
하는 A회사 주식의 의결권 여부는 A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342조의 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이사회의 소집결정과 주주에 대한 통지로 구성된다. 소집절차는 적법해야 하고 이에 위반
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사회 소집결의 하자,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토잊상의 하자, 목적사항 이
외의 결의 등이 있다.
(2)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주주 아닌 자가 대다
수인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된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 결의요건의 위반, 불공정한 의사
진행, 무효인 정관에 따른 결의 및 의장의 무자격 등이 있다.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
하는 결의,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등이 해당한다.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3.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및 감사에 한한다. 이 경우 주주는 결
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제소 당시 주주이면 족하다, 변론종결시까지 주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
결권 없는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자가 제소주주에
관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출석권을 침해받지 않는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은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절차 및 효력: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고 소제기시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해야 하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는 병합심리한다.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가능하다
(379조)

신주발행무
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1)소의원인
1)법령의 위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주주의 유한책임에 반
하여 출자를 강제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벗어난 결의 등이 있을 수 있다.
2)불공정한 결의: 다수결의 남용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로 성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소의 성질: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 본다(통설).
(3)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는
회사이다.
(4) 절차 및 효력: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같다. 다만,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소의 원인: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의 소에서 설명한 각종 소집절차의 및 결의방법의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사회의 소집결의조차 없고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주주 대부분에
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분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 결의한 경우,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한 후에 일
부의 주주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98%의 주주가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등
이 그 예이다.

(2)소의 성질: 확인의 소로 본다(통설). 따라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사건에서 전제사
실로 그 결의가 부존재하여 효력이 없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3)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는 회사
이다.
(4)절차 및 효력: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같다. 다만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실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반드시 신
주발행무효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사유: 상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엄격하게 제한된다(2008다65860)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
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거래의 한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발행을 무효
로 할 수 있다(2000다37326).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
공정한 방법도 신주발행 무효사유이다(2000다42786).
3.무효판결의 효력: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해 무효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발행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잃는다

4. 무효판결 후의 조치: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신주실효의 절차를 밟아야한다(431조2항).
또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432조1항). 반환금액이 판결확정시의 화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432조
2항).

재량기각

재랑기각
1. 의의: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379조)
2. 기능: 재량기각은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법 379조는 결의의 절차
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
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때에는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
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기각 여부: 기각의 여부는 하자의 성질 및 정도, 피고의 현황, 다른 회사의 실태, 원고들의 제소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총회의 적정운영의 요청과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86다
카2971).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을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 있다(2001다45584).
소송물에 관한 주요 판례
1. 다른 소를 제기한 경우: 부존재 원인이 있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부적한 소로 본 예가 있다(78다
1219). 반면 부존재 원인이 있는데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다(82다카1810).
2. 다른 소로 변경한 경우: 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결의일로부터 2월)내에 제기한 경우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2001다45584)

주주총회결
의부존재와
부실등기

부실등기의 효력
1.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과 상위한 등기, ⓑ등기신청자의 고의과실, ⓒ
제3자의 선의가 요건이 된다.
(1) 사실과 상위한 등기: 상법 제39조의 적용대상은 등기부에 표시되는 사항 전부다. 다만 등기시점의 사실과 다른
등기에 적용되고, 등기한 이후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선임의 주주총회 결
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이사선임 등기는 소급적으로 사실과 상
이한 등기가 되므로 그 선임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본조의 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02다19797)
(2) 등기신청인의 고의 과실
1)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부진정한 외관을 작출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나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해 상위한 사실이 등기된 경우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고의 과실: 제39조는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모두 적용된다. 등기신청인이 합명회사인 경
우 대표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고의 과실을 판단한다(70다1361, 1362).
3)과실방치: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한다
(다수설). 판례는 등기신청권자가 이미 경료된 부실등기를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하여 부실등
기상태가 존속된 경우 부실등기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상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다(74다1366).
(3)제3자의 선의: 제3자가 등기내용이 사실과 상위하다는 점을 알지 못해야 한다. 상위한 등기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
에 제3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다. 제3자의 범위에는 등기신청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은 물론 간접
적인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

2. 부실등기의 증명책임
등기에 의해 형성된 외관이 존재하므로 증명책임은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대개의 경우 등기신청인)가
부담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면 사실과 다른 등기신청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3. 효과:부실등기자의 책임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자(=부실등기의 등기신청인)는 등기가 사실과 다른다는 점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등기된 상위의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부실등기자는 그 주장을 부인하
고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종류주주총
회의 흠결

종류주주총회
1.의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일정한 종류의 주주들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 결의를 위하여 소집되
는 것이 종류주주총회이다. 종류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부가적인 결의요건에 불과할 뿐 회사의 기관은 아니다.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규정이 준용된다(435조 3항).
2.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상법이 정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이다.
(1)정관변경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435조 1항)이다. 예컨대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거나,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는 경우 등이다.
(2) 상법 제344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436조 전단)이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
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
한 정함을 할 수 있다(344조 3항). 이에 따라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
어 우선주보다 보통주에게 더 많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이다.
(3)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436조 후단)이다.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
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004다44575).

3. 결의요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435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도 의결권을 가진다(435조 3항).
4. 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하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하자는 별개의 소로써 주장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다루면 된다는 설이 있다.
5.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데도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결의한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부동적 무효설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부동적인 상
태(불발효)에 있다고 한다. Ⓑ 취소설은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한다. Ⓒ 판례는 불발효라는 개념을
애써 만들 필요 없이,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종류주주총회 결의)이 구비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다고 한다(2004다44575).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1. 요건: 이사회 결의는 재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391조 1항). 결의요건을 정관
으로 이보다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나(391조 1항),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 1인
당 1개씩 주어지며, 정관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6인의 이사 중 3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한 경우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것이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회 의
장이 결정하도록 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94다33903)
2. 의결권행사의 독립성: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399조2항). 이사회는 회사
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이사
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대리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0다2441).
3. 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91조 3항>368조 3항). ‘특별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지배와 무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말한다(통설=개인법설). 대표이사
선임 해임결의에서 그 대상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업, 자기거래 승인결의에서 그 대상
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의 계산에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391조 3항->371조 2항).
4.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상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결의는 무효로 한다. 소집통지의 흠결,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의 참여, 결의요건 미충족 등이 하
장의 예이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반드시 소로써 주장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다른 소송에서 전제사실로 주장
입증할 수 있다(80다2441). 물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무효확인판결의 경우
대세효는 인정되지 않는다(87누399).

대표권제한
과
대표권남용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행위의 효력(전단적 대표행위)
(법률상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상 또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
표행위는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무효이다.)
(1)법률상 요구되는 주주총회결의를 흠결한 경우: 그 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통설, 판례).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
으면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 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결의에 필요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회사
의 원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
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95다13302).
(2)정관으로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무효설, 유효설,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유효하는 설이 대립하고,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다.
(3)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94다33903).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다음 두가지 경
우에 관해서는 판례가 다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대표이
사가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사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05다77060).
2)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승인이 흠결된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는 무효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그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무효가 된다(상대적 무효설-다수설, 판례)

(4)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요구되는 이사회결의를 흠결한 경우: 판례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결의를 흠결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는 유효하다＇고 본다(94다33903).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을 증명하여야 거래가 무효로 된다(98다2488).
2. 대표권의 남용
객관적으로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
이 남용의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1)의의: 객관적으로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
권을 남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회사가 대표행위의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다.
(2)학설: ⓐ 거래상대방이 남용의도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
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권리남용설, ⓑ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를 유추적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남용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심리유보설(통설, 주류적 판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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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 요건과 효과
1. 표현대표이사
(1)요건
1)외관의 존재(=표현적 명칭 사용): 대표이사 아닌 자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이사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표현적 명칭이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말한다. 법문에서는 행위자가 이사일 것을 요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 판례는 행위자가 이사
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회사의 귀책사유(=명칭 사용 허락): 회사가 표현적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을 것이 요구
된다. 여기서 묵시적 허락이라 함은 명칭 사용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을 의미하고, 명칭 사용을
모르고 방치 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4다50908). 또한 여기서 회사의 허락이란 ⓐ 이
사회결의로 허락한 경우, ⓑ 진정한 대표이사가 허락한 경우, ⓒ 이사회 결의를 위해 필요한 수 이상의 이사가 허락
한 경우를 포함한다(91다5365).
3) 제3자의 신뢰(=선의, 무중과실): 제3자가 행위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선의), 그렇게 믿은 데
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통설, 판례).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
에게 한하지 않고, 표현적 명칭을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판례). 악의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2)효과: 위 요건에 해당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마치 적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같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가 회사에 귀속된다. 즉, 회사는 그 행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표현대표이사 법리의 확대 적용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제395조는 ⓐ 표현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 ⓑ 선임결의
가 부존재,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 등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확
대, 유추적용된다.
(1)무권대행: 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뿐 아니라,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86다카1228). 예컨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甲주식회사에서 부사장 B가 “甲주식회사 부사장 B”
가 이라고 기명날인한 경우가 원래 본조가 상정한 상황이지만, 부사장 B가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고 기명날인
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표현대표이사(=부사장 B)가 스스로 대표권을 가진다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
(A)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았다고, 즉 A를 대리(대행 포함)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 여부도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2010다100339).
(2)선임이 무효, 취소, 부존재인 대표이사의 행위: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 또는 애초에 그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취소, 부존재 등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
이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하므로, 통설 판례는 제395조를 유추적용하여 일정한 경우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한다.
(3)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대표행위를 한 경우
에 판례는 제395조를 유추적용하여 일정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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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 다른법리와의 관계
1.서설
표현대표이사 법리는 외관책임의 일종인데,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인 것처럼 등기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등
기 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표현대표이사의 요건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
거나 전단적 대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률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킬 것인지도 문제된다.
2. 부실등기책임과의 관계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대표행위를 할 경우,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제395조는 물론 부실등기에
관한 제39조에 기해서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판례는 제395조의 요건인 회사의 귀책사유 및
제39조의 요건인 회사의 고의, 과실을 엄격히 해석한다.
(1) 부실등기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39조)
1) 요건: ⓐ 등기신청권자(회사=적법한 대표이사)의 고의 과실로, ⓑ 사실과 다른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2) 효과: 등기와 다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컨대 대표이사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회
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2)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1) 두 책임의 중첩적용: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했다면(대
표이사가 등기 후 소급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외관과 실질에 차이가 생긴다. 이 때 제3자에 대

하여 회사는 ⓐ 표현대표이사 법리(395조)에 기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실등기(39조)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새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