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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Dirk A. Verse,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Mohr Siebeck, 2006, 622쪽)*

金 和 鎭**

I. 서론 

회사법을 강의하다 보면 학기 내내 강의실에 유령의 그림자 같은 것이 하나 

어른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이 유령은 상법 에는 그 직 인 출처가 없지만 회

사법의 어디에서나(원칙과 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회사법의 어디에나 있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이제 축소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주주(주

식)평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 원칙이 회사법 실무와 

재 에서 사례의 유형별로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필자의 노력

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원칙의 회사법 실무와 재 에서의 생명력은 일정한 체

계  이해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정 의 규정, 주주

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는 업무집행은 무효라고 하지만1) 이 원칙이 실제

로 어떤 경우에 어떤 범 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풍부한 선례와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회사법의 지존과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박영사, 2008), 247;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1판(박영사, 

2008), 632도 같은 뜻임. 
2)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판, 

2007. 6. 28. 2006다 38161⋅38178 판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
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를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한 약정은 해당 주주들에게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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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군림하고 있다. 그 정체와 효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서나 그 

포스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평서는 독일 튀빙엔의 모어-지벡 출 사가 펴내는 Jus Privatum 시리즈 제 115

권이다. 이 책은 작년 9월부터 오스나 뤽 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인 자 

디르크 베르제 교수의 마인츠 학교 교수자격논문을 출간한 것이다. 우리 상법과

는 달리 독일 주식법(Aktiengesezt)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천명하는 명문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1978년에 추가된 독일 주식법 제53a조는 “주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평등하게 우하여야 한다.(Aktionäre sind unter gleichen Voraus- 

setzungen gleich zu behandeln.)”고 규정한다. 법 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인지

는 몰라도 독일에서는 이 원칙에 련된 례가 상 으로 풍부하며 학계도 이 

원칙을 진지한 연구의 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제로 한 622페이지, 각주 2,469개 규모의 인상 인 연구서인 평서가 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평서는 그 출발 을 독일 회사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입지가 차 

축소되고 있다는 에 두고 있다. 컨 , 독일 회사법학계의 두 거성 카르스텐 

슈미트 교수와 마르쿠스 루터 교수가 공동으로 편찬한 2008년 주식법 주석서는 

주식법 제53a조의 해설에 23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3) 이는 이 조문이 8

개의 단어로 구성되었을 뿐이기는 하지만 이제 30세가 되었다는 을 생각하면 

다른 조문에 한 해설과 비교할 때 분명 그 비 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자는 독일의 례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차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에 한 학술 인 비 을 제시하기 해 이 논문을 작성하

다고 한다.

고 한다. 한편, 동 판결은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 해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본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해당 직원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
는 없다고 한다. 한편, 동 판결에 의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Karsten Schmidt & Marcus Lutter (Hrsg.), Aktiengesetz Kommentar 581-603 (Verlag 
Dr.OttoSchmidt, 2008) (본대학교 Holger Fleischer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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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서의 구조와 내용

1. 평서의 구조와 스타일

평서는 학술 인 논문이라기보다는 단히 포 이고 깊이 있는 질서정연한 

법률의견과 같은 느낌을 다. 즉, 구성에 있어서는 보기 드물게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평서는 법원칙의 효과와 그 반에 한 구제수단에 일차 인 

심을 가지는 우리의 연구성향에 고도로 부합하는 스타일의 자료이다.

평서의 제1부는 역사 인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는 서론 인 내용이다. 

평서의 제2부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기 가 되는 이론 인 설명을 담고 있다. 여

기서 자는 이론 인 기 , 체계 인 기 , 단체법 인 기 , 비교법 인 기  

등 4가지의 각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조명한다. 제3부는 주주평등 원칙의 실

체법  분석이며 이 책의 가장 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

을 인 , 물 , 시간  용 범 로 나 어 살펴보고 있으며 주주에 한 불평등 

우, 평등 우의 포기 등을 논하고 있다. 제4부는 주주평등의 원칙 반의 법률

 효과와 그에 한 차  구제를 다룬다. 주주총회의 결의와 기타 회사의 법

률행 가 이 원칙을 반한 경우 그 법률  효력을 생각해 보고 피해를 입은 당

사자인 주주가 회사, 회사의 이사  경 진, 다른 주주들에 해 취할 수 있는 

법률  조치를 순서 로 분석한다. 

평서의 3부와 4부의 내용도 독자를 압도하지만, 아무래도 평서의 백미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몇 개의 분야에 구체 으로 용하는 제5부 3개의 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455-553면). 원칙을 구체 으로 응용하여 용한다고 함은 주주평등의 

원칙 용이 문제되는 표 이자 가장 인 세 분야에 한 깊이 있는 분

석이다. 이 세 분야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주주에 

한 정보의 제공 등이며 이 세 분야가  자본시장에서 회사법이 ‘힘겹게’ 작

동하는 가장 요한 분야들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분야

는 회사법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개되는 상장회사 경 권 분쟁의 주 장이며 

자본시장법과 본격 으로 교차하는 역이다. 제6부는 요약과 결론이다.

2. 영미법과의 비교

평서는 제2부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비교법 인 기 를 설명하면서 랑스, 

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 스 등 국가의 회사법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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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이 그 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소 의외이다.4) 평서는 국법이 주주평등

의 원칙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일련의 법원칙을 가지고 있고( 컨 , ‘unfair 

prejudice’) 그를 통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으나 주주평등의 원칙 자체

를 발 시키지는 못했음을 지 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

국 회사법은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

고 법원이 그것을 효율 으로 집행한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의 원칙으

로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은 미국 회사법에서는 그 존재를 잘 찾을 수 없다. 루

드니 교수도 주주평등의 원칙은 미국 회사법  내에서는 묵시 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며 충실의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표 한다.6) 이러한 사실은 기능

인 회사법을 지향하는 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

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회사법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치

1. 평서의 테제

독일의 회사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차지하는 비 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

유를 자는 제국법원(Reichsgericht) 례의 태도에서부터 찾고 있다. 제국법원은 

형식 인 의미에서의 불평등 우에만 이 원칙을 용하는 소극 인 태도를 취

하 다고 한다. 자에 의하면 제국법원의 그러한 태도는 연방 법원(Bundesgeri-

chtshof) 례를 포함한 의 례에서도 원칙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한 몇몇 요한 례에서 주주평등의 원칙 용을 사실상 거의 

4) 영국법의 내용은 평서에 인용된 문헌들과 Brian R. Cheffins, Company Law: Theory, 
Structure and Operation 472-495 (Oxford, 1997) 참조. 미국법은 우선 Victor Brudney,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Distributions and Reorganizations,” 71 
California Law Review 1073 (1983) 참조. 

5) 이에 대하여는, Rafael La Porta et al.,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8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2000); John Coffee, “The Rise of Dispersed Ownership: 
The Role of Law in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111 Yale Law Journal 1 
(2001); Mark J. Roe, “Legal Origins, Politics, and Modern Stock Markets,” 120 Harvard 
Law Review 460 (2006) 참조. 특히, Stephen J. Choi, “Law and Finance Lessons?,” 22 
Journal of Money & Finance 29 (2008)는 관련 문헌을 거의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6) Brudney, 위의 논문,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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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하는 내용의 체 인 법리가 발달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 에

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반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한 쟁 으로 등장하

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평서는 그러한 체 인 법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체하는 경향이 옳은 것

인지, 아니면 례가 발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보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다

시 부각시키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구체 으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와 련하여 발 한 법리와 주주간의 충실의무에 한 법리가 주주평등의 

원칙과의 계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향후 그 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자의 결론과 주장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귀환’이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이 정교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평서

의 3부와 4부가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법리

이른바 체 인 법리가 탄생하는데 결정 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78년 연

방 법원의 ‘Kali und Salz’ 결이다.7) 여기서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한 합리 인 

근거(sachliche Rechtfertigung im Interesse der Gesellschaft)가 필요하다고 결하

는데 여기서는 수단과 목 의 비례성이 수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 결은 

튀빙엔 학교 법학부 교수로 은퇴한 쬘 (Wolfgang Zöllner) 교수의 1960년 뮌헨

학교 교수자격논문에서8) 큰 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련 주식법 규정들인 제186조9) 제3항, 제4항, 제255조 제2항 등에 명기된 요건의 

충족 외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실질 인 요

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합할 것, 둘째, 

그러한 목 의 달성에 불가피할 것, 셋째, 신주인수권을 박탈당하는 주주의 이익

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이 결의 내용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련한 

주주평등의 원칙을10) 사실상 불필요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

7) BGHZ 71, 40. 
8) Wolfgang Zöllner, Die Schranken mitgliedschaftlicher Stimmrechtsmacht bei den privat- 

rechtlichen Personenverbänden (Beck, 1963). 
9)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1984-2001 (부체리우스 로스쿨 Rüdiger Veil 교수). 

10) 이철송, 위의 책, 695 참조(“정관에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
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규정은 무효이고, 그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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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이하게 용됨으로써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상법학계는 이 결의 용 범  확장과 그 한계에 한 논의를 

으로 진행해 왔는데,11) 주주평등의 원칙의 입지는 실질 으로 그 논의와 련 

례의 동향에 좌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평서는 이 결로부터 발

되어 온 이론의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지 , 분석하면서 동 이론의 포기를 주

장하고 있다(54-62면). 자가 보기에 회사법의 역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끊임

없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수의 결정은 회사의 이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이익도 그로써 고도로 보호되고 있

다. 사법부가 법  안정성의 희생을 감수하고 회사 구성원들의 결정 내용을 심사

하고 제재할 필요는 단히 심각한 다수 지 의 남용과 그로 인한 소수자의 피

해 발생 유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야 말로 그

에 합한 도구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강조한다. 평서는 제5부에서 법한 주주

의 신주인수권 배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례가 발 시킨 이론이 아닌 주주

평등의 원칙의 내용을 용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3. 주주간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리

연방 법원의 1975년 ‘ITT’ 결과12) 1988년의 ‘Linotype’ 결은13) 주주평등

의 원칙의 입지를 한층 더 축소하 다. 이 결들은 각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사원, 주주들간의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인정하 다.14) 주주들간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소수주주에 한 실질 인 불평등 우에 주주평등의 원칙

을 용할 필요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의 수규자는 회사이고 

주주가 아니며, 충실의무 반은 반의 객  사실만으로도 법률행 의 효력을 

부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들간의 충실의무 원

칙의 한 발 형태에 불과하게 되었다고까지 하는 견해도 등장하 다.15) 평서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11) 평서 41∼42에 소개된 문헌들과 Norbert Boese, Die Anwendungsgrenzen des Erfor-

dernisses sachlicher Rechtfertigung bei HV-Beschlüssen (Carl Heymanns, 2004) 참조.
12) BGHZ 65, 15. 
13) BGHZ 103, 184. 
14) 독일 회사법의 충실의무 법리와 충실의무 법리의 콘체른에의 적용 문제는 자알란트 대

학교 교수자격논문인 Susanne Wimmer-Leonhardt, Konzernhaftungsrecht (Mohr Siebeck, 
2004) 참조(총 861면 중 특히 157-453). 

15) Schmidt & Lutter, 위 주석서, 585에 소개된 문헌 참조. Brudney, 위의 논문, 1077, 각



金 和 鎭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492∼501498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이 수행하는 특수한 기

능을 무시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62-63, 87-93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충실의무 

보다는 덜 추상 이고, 개별 인 상황에 따른 신축 인 용 요청을 덜 받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충실의무보다 법원칙으로서 보다 구체 인 내용의 확정을 가

능하게 하는 장 을 가진다. , 주주평등의 원칙과 충실의무는 그 반의 법률

 효과와 손해배상의 측면에서는 섬세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4. 자본시장법과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법에서뿐 아니라 기업의 자 조달과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공시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법의 역에서는 주주, 특히 소수주주의 회사지배와 회사자산에 한 비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보호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게 된다.16) 물론, 회사법이 보호하는 

주주의 비례  이익과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투자자의 재산  이익이  성

질이 다른 별개의 보호 상은 아니다.17) 독일의 증권거래소법(Börsengesetz)은 

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주식법 제53a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유가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제30a조 제1항 제1호로 이동

하면서 그 용 범 를 확 할 정이다. 그 외,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와 기업인

수에 한 유가증권인수법(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도 그 제19조

를 포함하여 기업인수거래 시 주주의 평등 우를 규정하는 여러 규정을 보유하

주 13도 유사한 뜻을 전달한다: “The requirement of equal treatment is also embraced, 
if not required, by fiduciary principles.”

16) 독일의 자본시장법은 EU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의 회사법도 EU
법에 편입된다. 주주평등의 원칙, 기업인수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 등을 광범위하
게 논의한 EU의 보고서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in the European Union (January 2002) 참조. 또, 
Gerard Hertig & Joseph A. McCahery, Company and Takeover Law Reforms in 
Europe: Misguided Harmonization Efforts or Regulatory Competition? (ECGI Working 
Paper, 2003) 참조. 

17) 독일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접점에 관한 간략하지만 포괄적인 설명으로 Friedrich 
Kübler & Heinz-Dieter Assmann, Gesellschaftsrecht 460-519 (6. Aufl., C.F.Müller, 2006). 
독일에서는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도 교수자격논문들이 적지 않게 출현한다. 평서와 같
은 Jus Privatum 시리즈에도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자격논문인 Matthias Casper, Der 
Optionsvertrag (Mohr Siebeck, 2005)이 있다(총 515면. 저자는 뮌스터대학교 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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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8) 평서는 책의 곳곳에서 그러한 규정들의 구체  작동 모습과 법률 문

제를 소개하고 해석론을 제시한다. 특히, 평서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

분, 상장회사의 주주에 한 정보의 제공 등에 을 두어 자본시장법 상의 주

주평등의 원칙 용 논의를 개하고 있다. 후자에는 내부자거래 지, 공정공시, 

M&A 과정에서의 기업실사19) 등에 한 주주평등의 원칙 용 차원에서의 논의

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평서의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은 복수의 기업인수 희망자가 있는 경

우 그들을 평등하게 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한 논의이다(549-552면). 

자는 복수의 기업인수 희망자에 한 평등 우가 법원칙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 

통설  견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평등 우의 이유가 극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지 한다. 이어서 자는 학설이 제시하는 이유를 순서 로 비 하고 기

업인수 희망자들에 한 평등 우의 원칙이란 행 법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기껏해야 법정책 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즉, 이 문

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우리 회사법에의 시사점

우리 회사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배제에 해 법령이나 례에 독일법

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제3자 배정 유

상증자와 경 권 방어 목 에 의한 신주발행이 다수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으

므로20) 독일의 경험이 차 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소수주주 보호를 해 수행하는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해당 분야의 

18) 이 법의 최신 주석서로 Roland Steinmeyer & Michael Häger, WpÜG Kommentar (2. Aufl., 
Erich Schmidt, 2007) 참조. WpÜG 제19조는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 제1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
정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비례배분하여 그를 매수하게 하는 규정이다.

19) 국내에서도 무수한 기업실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해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기업실사는 국제적인 투자은행들이 실무를 발달시켜 온 영역이기 때
문에 국제적으로 고도의 보편성을 가지는 절차에 따르며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도 
유사할 것이다. 독일 문헌으로, Wolfgang Berens et al., Due Diligence bei Unterneh- 
mensakquisitionen (5.Aufl., Schäffer-Poeschel, 2008) 참조.

20)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313-315, 377-410; 김현태⋅윤용준, “신
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김화진⋅송옥렬 편,  기업인수

와 경 권 방어(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93 참조. 일본사례(일본방송)는 최문희, 
“신주예약권의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같은 책, 137 참조.



金 和 鎭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492∼501500

법리가 보다 수  높게 발 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리 회사법은 

아직 주주들간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독일에서의 논의가 간 인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이 분야 역시 마찬가지의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례가 주주들간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그 내용도 독일 례의 내용을 차용한

다면 주주평등의 원칙과의 계가 이론 으로나 실무 으로나 요해질 수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진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큰 향력 하에 있는 회사의 행동에 한 한 

제약이며 기업의 실 과 자 조달의 기동성 등의 명분으로 끊임없이 잠식의 

기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는 소수주주의 피해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이 아직 독

일에서와 같이 체 인 이론을 발 시키지도 못하 고 주주들간의 충실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원칙의 소수주주 보호 기능은 세심하게 존 되어 

리되어야 할 것이다. 례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수행하는 것과 기능 으로 같은 

다른 법리를 발 시킬 기회가 오면 그로 인해 주주평등의 원칙이 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사  

경고를 행하고 문제에 한 해법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 평서가 자본시장법의 시각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논하는 모든 페이지가 

우리에게는 귀 한 자료이다. 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내년에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하면서 상장법인에 한 규율이 상법

으로 ‘복귀’하게 된다.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자본조달에 한 법률  규제는 

향후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되며,21)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장법인들에게는 그것이 

자본시장법 인 색채를 띠는 경우 새로운 규제환경으로 느껴질 것이다. 한편, 독

일의 주식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명문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인수 

희망자들은 개 주주들임에 비추어, 복수의 기업인수 희망자들에 한 평등 우

가 행법에서는 도출될 수 없다고 하는 자의 결론은 그 설득력의 강도에 따

라 우리에게 단히 요한 연구과제를 던져주는 셈이 된다. 컨 , 포이즌필의 

도입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과의 정합성이 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되어 있으며,22) 기업실사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각 참가자들에 한 차별

인 정보 제공 등은 불안정한 법률  기  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서의 결론에 

21)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159 
참조.

22) 김화진⋅송옥렬, 위의 책, 354-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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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지에 계없이 평서의 련 부분은 문가들의 정독을 요한다.

IV. 맺는 말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주주평등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의 원칙들  하

나임에도 불구하고 례와 학설이 그 구체 인 내용을 다룰 기회가 많지 않았거

나 자연스럽게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미 회사법의 향이 차 강해지고, 따

라서 법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회사법이 진화해 나갈 것이 확실한 황

에서23) 이 원칙에 한 본격 인 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법의 

향력이 커지면 소수주주 보호를 한 기능 인 메커니즘과 사법부의 극주의가 

같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의 역할이 구태여 강조될 필요는 없

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원칙이 가지는 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재 포이즌필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통주의 의결권에 차등을 두려는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일

본의 이른바 불독소스 사건 례는24) 주주평등의 원칙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에 한 심 제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향후, 지 까지는 

다소 추상 인 내용의 것으로 여겨지고 실무 으로 별로 활용되지 않은 주주평등

의 원칙이 자본시장법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평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모든 면을 지극히 실질 인 각도에서 방 한 문헌

과 례를 인용하며 소개하고 있고 그 인 응용 분야를 선정하여 깊이 있

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평서는 (독일의 법학자인 자의 기 으로) 회사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차지하는 비 과 의미가 차 축소되어 가는 을 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 에서 우리에게 각별한 시사 을 제공한다. 평서는 회사법의 

연구자라면 필독해야 할 우수한 학술  작으로 여겨지며 법 들의 재 에도 

크게 도움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3) 독일 회사법의 현황에 대하여는 함부르크대학교 교수자격논문인 Jan von Hein, Die 
Rezeption US-amerikanischen Gesellschaftsrechts in Deutschland (Mohr Siebeck, 2008) 
참조(총 1,089면. 저자는 트리어대학교 교수임).

24) 이철송, 위의 책, 247-248; 최문희, “일본의 포이즌 필 발행 사례와 법적 쟁점: 불독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BFL 제26호(2007) 98; 송현웅, “일본의 적
대적 M&A와 기업매수 방어사례 동향: 불독소스 Case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리뷰 

제35호(2007) 38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