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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합병은 중국에서 M&A를 진행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특히 ‘주식을 합병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세금 회피와 주식의 기대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IPO상장심사 요건이 많이 

엄격하였으므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합병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고 관련 법제

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합병의 공정성 확보 등을 비롯한 소수주주 보

호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 중국 회사법은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채권

자 이의절차와 합병 후 채권채무의 승계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上市公司重大资产重组管理办法)>을 적

용하고 있다. 이 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자

산재편’이란 상장회사 및 해당 상장회사가 지배주식을 보유(控股) 또

는 장악(控制)하고 있는 회사가 일상적인 경영활동 외에 자산을 매입∙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자산거래가 일정한 비율에 달

하여, 상장회사의 주요한 업무∙자산∙수입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자산거래행위를 말한다.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은 합병에 한

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합병과 관련한 규정이 간략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서의 어려움이 있

다. 비록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2008년에 <상

장회사흡수합병관리방법(上市公司吸收合并管理办法)> 제정작업을 진

행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와 관련한 소수주주 보호는 주로 국무원 직속사

업단위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의 주도 하에 이

루어져 왔다. 이는 중국에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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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의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실정을 고

려할 경우, 감독기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상장회사 소수주

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감

독기관으로 기능을 분리시킨 ‘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에 의한 소수주

주 보호는 현재 중국의 실정을 고려한 절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증권법 개정안을 보면, 상장회사는 증권감독관리원회로부

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사안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합병에 대한 증감위의 사전

적인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중소투자자

서비스센터’의 지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회사법상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대리행

사권유 주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등 해당 센터에는 완화된 권리

행사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주주로써 

소수주주를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침해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아직 미숙하고 소수주주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고 스스로의 권리보호가 어려우며 관련 법 제도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단계에서는 ‘중소투자자서비

스센터’에 의한 보호가 최선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보

호방식은 어디까지나 과도단계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법에 의한 자체적인 규제와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

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중국 상장회사의 합병사례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병과정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및 관

련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후, 사회주의법치이념에 부합되는 개선방

안을 제시해 보았다. 

 



 

 

iii

 

주요어: 합병,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현금선택권, 이사의 책임 

학  번: 2013-31329 

  



 

 

  



 

 

v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 2 

제2장 중국 합병제도의 일반론 ..............................................................4 

제1절 합병 관련 법률제도의 구성과 특징 ............................................................ 4 

I. 합병 관련 법제의 구성 ....................................................................................... 4 

II. 합병 관련 법제의 특징 .................................................................................. 21 

제2절 합병 개념과 유형 ............................................................................................. 23 

I. 합병의 개념 ............................................................................................................ 23 

II. 합병의 형태 .......................................................................................................... 27 

제3절 합병 절차와 효과 ............................................................................................. 28 

I. 합병의 절차 ............................................................................................................ 28 

II. 합병의 효과 ......................................................................................................... 33 

제4절 합병계약 .............................................................................................................. 34 

I. 법정기재사항과 효력발생요건 ...................................................................... 34 

II. 계약사항의 변경과 합병계약의 해제 ....................................................... 38 

제5절 합병 현황과 특징 ............................................................................................. 40 

I. 합병의 현황 및 대표적 사례......................................................................... 40 

II. 합병실무의 특징 ................................................................................................ 49 

제3장 합병과정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 54 



 

 

vi 

제1절 주주총회결의 ..................................................................................................... 54 

I. 문제의 제기 ........................................................................................................... 54 

II.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 64 

III. 종류주주 등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 ................................................... 73 

IV. 개선방안 .............................................................................................................. 92 

제2절 합병비율에 관한 규제 .................................................................................... 97 

I. 문제의 제기 ........................................................................................................... 97 

II. 실체적 접근법 ..................................................................................................... 99 

III. 절차적 접근법 ................................................................................................. 103 

IV. 개선방안 ............................................................................................................ 105 

제3절 반대주주의 탈퇴권 ........................................................................................ 107 

I. 문제의 제기 ......................................................................................................... 107 

II. 주식매수청구권 .................................................................................................. 109 

III. 현금선택권.......................................................................................................... 122 

IV. 합병사례로 본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관계 ................. 131 

V. 개선방안 .............................................................................................................. 133 

제4장 소송에 의한 소수주주 보호 ................................................... 139 

제1절 사전적 금지청구 ............................................................................................. 139 

I. 유지청구권 ........................................................................................................... 140 

II. 가처분 ................................................................................................................... 143 

제2절 합병 무효의 소와 합병계약 무효의 소 ................................................. 150 

I. 문제의 제기 ......................................................................................................... 150 



 

 

vii 

II. 합병 무효의 소 .................................................................................................. 151 

III. 합병계약 무효의 소 ..................................................................................... 153 

제3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162 

I. 합병에서 이사의 의무 .................................................................................... 162 

II. 불공정한 합병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66 

제4절 중국의 합병 관련 소송의 실제와 그 대안 .......................................... 189 

I. 중국 합병 관련 소송의 한계....................................................................... 189 

II. 대안으로서의 원고범위 확대 ..................................................................... 194 

III. 개선방안 ............................................................................................................ 203 

제5장 결론 ........................................................................................... 206 

참고문헌 ............................................................................................... 209 

부록 ....................................................................................................... 213 

ABSTRACT ........................................................................................... 225 



 

 

viii 

표 목차 

 

표 1. 주주총회의 권한 ........................................................................................ 55 

표 2. 이사회의 권한 ............................................................................................. 57 

표 3.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사항 예시 ...................................................... 69 

표 4.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비교 ............................ 112 

표 5. 상장회사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의 비교 .......... 126 

표 6. 주식매수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합병가액과의 비교 ................. 127 

표 7. 기간별 현금선택권 적용의 변화 ....................................................... 131 

표 8. 사례를 통해 본 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의 적용 ........... 132 

표 9. 2004년-2017.9.까지 합병관련 소송 건 ........................................... 156 

표 10.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이익 및 이사의 손해

배상에 따른 보상효과 ....................................................................................... 170 

표 11.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이익 및 이사의 손해

배상에 따른 보상효과 ....................................................................................... 181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의 상장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비율 ...... 74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은 1980년대부터 기업의 합병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3년 회사법 제정 시에는 합병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중국의 

경우, 합병은 국유기업의 개혁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

금도 회사의 재편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합병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에 합병과 

관련한 법률조항이 많지 않으며 입법의 공백이 크다. 

합병은 회사구조재편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회사의 합병은 

회사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회사의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합병과정에서 회사의 지

배주주, 소수주주, 경영자 사이에는 이익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

다툼에서 소수주주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게 된다.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합병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

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상장회

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현금선택권제도와의 선택적 적용

으로 인해 생기는 보호의 차이,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

후적으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

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회

사 합병사례들을 통하여 현행 법제상 소수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존재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중국의 실정과 사회주의 법치이론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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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이 논문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합병에서의 소수주주 보호에 대해 연

구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합병과정에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이다. 합병승인결의의 요건, 공정한 합병비율의 기준, 반대주

주의 탈퇴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병 시에 필수적

으로 요청되는 절차들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합병절차의 실행이 지연되고 나아가 합병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 

다른 한 측면은 별도 소송에 의한 소수주주 보호이다. 합병무효의 소, 

합병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여기

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은 합병절차에 내재되어 있거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의 보호장치와 구분된다. 물론 ‘합병절차

에 내재된 소수주주 보호장치’와 ‘별도 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합병절차에 내재된 

주주총회 승인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곧 합병무효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후자의 장치들은 모든 합병에 요구되는 

필수절차는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요건

을 완화하는 것은 모든 합병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완화하는 것은 합병무효가 문제되는 사

안에서 비로소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후자의 보호장치는 합병절차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

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전자의 보호장치와 구분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에서의 합병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리들에 대해 살

펴보았다. 예컨대, 중국에서의 합병 관련 입법연혁, 합병의 개념과 유

형, 중국에서의 합병 현황과 특징, 구체적인 합병절차와 합병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주총회결의, 합병비율의 산정, 반대주주에 대한 보



 

 3 

호 등의 합병절차에 내재되어 있는 규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후, 관

련된 다른 나라들의 입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4장은 별도 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구제시의 쟁점을 다룬다. 즉 

사전적 금지청구와 함께 합병무효의 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

한다. 아울러 실제 중국에서 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구제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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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합병제도의 일반론 

제1절 합병 관련 법률제도의 구성과 특징 

I. 합병 관련 법제의 구성 

1. 일반적인 합병 관련 법령1 

중국에서 기업의 합병∙분할제도가 처음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

은 1986년 제정된 <민법통칙(民法通则)>이다. 민법통칙은 기업법인

의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제44조 제2항)와 분할, 합병

과 같은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등기기관에 부담하는 기업법인의 등기

의무(제44조 제1항) 및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의무와 공고의

무 위반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할 경우의 회사

와 법정대표자의 책임(제49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리

고 1988년 제정된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에

서도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합병과 분할을 정부

와 정부의 주관부문(主管部门, 해당 업무에 대한 주요한 관리를 담당

하는 정부 부처)의 비준(批准)사항(제18조)이라는 점과 합병과 분할 

시의 재산보호와 채권채무의 정리(제20조)에 대해 명시하였다. 또한 

합병과 분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제

21조), 민법통칙상 규정과의 차이점은 등기기관의 비준(核准)
2
 권한

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 1992년에는 당시 국가경제체제개

                                       

1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2 참조. 

2 직역하면 ‘핵준’으로 되고, 엄밀하게는 ‘비준(批准)’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분(제1절 I의 3.)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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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위원회가 제정한 부문규장인 <주식회사규범의견(股份有限公司规范

意见)>(2015.5.30. 실효)3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이 부문규장의 제9장은 합병의 형태와 개념, 합

병계약의 기재사항, 채권자보호절차, 합병 관련 비준사항과 등기사항 

및 제출서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부문규장의 다른 관

련 조항에서는 이사회의 합병안 작성 권한(제55조 제1항 제8호)과 

합병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제46조 제1항 제3호)으

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합병을 이용한 출자환급∙재산은닉∙채권

채무의 은닉과 조작∙채무면탈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행정처벌과 

책임(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그 후, 1993년 <회사법(公司法)>이 제정되면서, ‘회사의 합병과 분

할’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고, 7개 조항4으로 하나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합병과 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고(제

182조),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부처 또는 성급정부(省级政府)의 

비준(批准)사항이며(제183조),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형

태를 취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제2항)는 것과 합병∙분할 시의 채

권채무의 승계(제184조 제4항, 제185조 제3항)5와 채권자보호절차

(제184조 제3항, 제185조 제2항) 및 변경사항 등기의무(제188조)

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외에 다른 장절에서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제103조 제1항 제10호, 제106조 제2항 6)이고 이사회는 

합병안을 작성한다(제112조 제1항 제7호7)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하

였다. 또한 주주총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권리를 

                                       

3  유한회사의 합병∙분할은 <유한회사규범의견(有限责任公司规范意

见)>(2015.5.30. 실효) 제8장에서 규정하였다. 

4 그 중 2개 조항(제186조, 제187조)은 등록자본금(注册资本)의 감소와 증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그 후 1999년 제정된 <계약법(合同法)> 제90조도 합병∙분할과 관련한 채권

채무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6 유한회사는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2항. 

7 유한회사는 제4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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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국유독자회사의 경우에는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국가가 권

리를 부여하여 투자한 기구 또는 국가가 권리를 부여한 부처의 비준

을 받아야 한다(제66조)고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회사법>에 대해 전면 개정을 하면서, 8  합병∙분할과 

관련한 내용들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응하는 담보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

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대폭 완화하였으며(제173조, 제175조), 반

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제74조 제1항 제2호, 제

142조). 그리고 2003년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이하 ‘국자위’)의 설

립으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분할은 국자위가 결정하고 중요한 국유

독자회사의 경우에는 국자위가 심사한(审核) 후 관할정부(本级政府)

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66조 제1항).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법상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합병과 분할에 대해 규정하는 하위 법령도 아직 제정되어 있

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상장회사중대자산재

편10관리방법(上市公司重大资产重组管理办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

                                       

8 그 사이에 1999년과 2004년에 회사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회사의 

합병∙분할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내용이 없었다. 

9 다만 1993년 회사법상의 합병 관련 규정과 내용은 동일한 규정이라고 하더

라도 조항은 바뀌었다(부록2 참조).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전면 개정(修订)’

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항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더라도 그 순서는 

이동될 수 있으므로 조항이 바뀌게 된다. ‘일부 개정(修正)’의 경우에는 ‘개정

안(修正案)’ 또는 ‘개정 결정(修改决定)’을 공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데 ‘개정안’의 방식으로 공포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항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개정 결정’의 방식으로 공포하는 경우에는 순서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0 이 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자산재편’이란 상장회사 

및 해당 상장회사가 지배주식을 보유(控股) 또는 장악(控制)하고 있는 회사

가 일상적인 경영활동 외에 자산을 매입∙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진

행한 자산거래가 일정한 비율에 달하여, 상장회사의 주요한 업무∙자산∙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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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위’) 

또한 이 방법을 상장회사 관련 합병에 대한 심사비준의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은 합병제도

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2008년에 증감위가 <상

장회사흡수합병관리방법(上市公司吸收合并管理办法)> 제정작업을 시

작하였고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합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은 없지만, 

합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들은 있으므로, 

세부적인 조항들을 준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여러 법령들에 

널리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합병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므로, 이 글의 연구대상인 상장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조항

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2. 상장회사 합병 관련 법령 

상장회사의 합병과 현행 법령상의 관련 조항을 중국법의 위계(효력

등급)11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자산거래행위를 말한다. 

11 중국법은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을 제정한 

주체를 기준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정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력등급은 일반

적으로 헌법→법률→(사법해석, 국무원의견 등)→행정법규→지방법규→(자치

조례와 단행조례)→규정 순이다(입법법 제87조, 제88조). 사법해석, 국무원 

의견 등에 대해서는 입법법에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상 

법률에 준하는 것이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

다. 지방법규는 동급지방정부규정(同级地方政府规章)과는 효력등급이 동일할 

수도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특별규정이므로 지방법규의 예외가 되어 

적용될 수 있다. 법률(法律)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되는 데, 전자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과 관련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후자는 전자가 제정하는 법률 

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입법법 제7조). 행정법규(行政法规)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정한다(입법법 제65조). 지방법규(地方性法

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관할 행정구역

 



 

 8 

가. 법률 

(1) <민법총칙(民法总则)> 

중국은 민법전(民法典) 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민법총칙

이 제정되어 2017.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칙의 내용

은 아직 제정 중에 있으므로 민법통칙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여전

히 유효하다. 민법통칙과 민법총칙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서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기존 민법통칙상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12 법인의 해산사유로 합병과 분할을 규정

함(제69조 제1항 제3호)과 동시에 합병과 분할로 인한 해산은 청산

인회(清算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2) <회사법> 

회사법상의 합병 관련 규정은 위에서 본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이 

                                       

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어긋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입법법 제72조), 자치조례(自治条例)와 단행조

례(单行条例)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해당 지역 민족의 정치, 경

제, 문화 특징에 따라 제정한다. 국무원의 각 부서,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회계감사서(审计署)와 행정관리직무기능을 갖고 있는 직속기구는 법률과 국

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리범위 내에서 부문규장

(部门规章)을 제정하고(입법법 제80조),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둔 시, 자

치구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지방정부규정(地方政府规章)을 제정한다(입법법 제82조). 그 외의 구체

적인 법령 및 효력등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정 <입법법(立法法)>을 참조. 

12 민법총칙 제67조 제1항: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의 법인이 갖고 부담한다. 제2항: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분할 후의 법인이 연대채권을 갖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

무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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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13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3) <반독점법(反垄断法)> 

2008.8.1.부터 시행한 반독점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경영자 합

병’은 경영자 집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경영

자 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집중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

라서, 경영자가 ①집중에 참여한 경영자 중 일방이 이미 다른 각 경

영자의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집중에 참여한 각 경영자의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 신고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자산평가법(资产评估法)>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원은 의뢰 받은 기업에 대해 자산평가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이 법률은 2016.12.1.부터 시행되었고 평

가전문인원, 평가기구, 평가절차, 감독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 비록 2013년에 한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합병 관련 내용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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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해석14 

2003.2.1.부터 시행한 <최고법원의 기업재편과 관련한 민사분쟁사

건 심리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与企业改制相关的民事纠纷

案件若干问题的规定)>은 합병계약의 효력발생일(제30조), 합병에 의

한 채무승계(제31조, 제33조), 채권자보호절차(제32조), 합병등기와 

관련한 책임(제34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법규 

1994년부터 시행된 <회사등기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는 합병

∙분할 시의 변경등기에 대한 규정(16년 개정 제38조)과 채권자에 대

한 통지 또는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회사등기기관에 의한 

행정처벌에 대한 규정(16년 개정 제69조)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2005년 개정 시에 변경등기 신청기간과 제출서류와 관

련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변경등기 신청기관과 관련해서는, 합병과 

분할에 대한 결의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변경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합병과 분할의 공고일로부터 45일 

이후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변경

등기 시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신문에 최소 3회이상 합병∙분할 공

고를 한 증명과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을 받은 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신

                                       

14 사법해석이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구

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데, 재판해석과 검찰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판해석은 최고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서 내리는 해석으로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된다. 검찰해석은 최고검찰원이 검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의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고 각급 검찰원에 대해 구

속력을 갖는다. (바이두사전,  

https://baike.baidu.com/item/%E5%8F%B8%E6%B3%95%E8%A7%A3%E9

%87%8A/2088555?fr=aladdin, 2018.6.27. 방문). 그리고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예로 들면 정식명칭은 ‘최고법원의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흔히 ‘…해석’으로 약칭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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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합병∙분할 공고를 한 증명과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에 의해 

합병과 분할에 대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변경등기 시 제출서류와 관련한 개정은,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회사법상의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그에 맞

춰 더불어 개정된 것이다. 

라. 부문규장 

(1) <상장회사정관지침(上市公司章程指引)> 

1997년부터 시행한 상장회사정관지침은 증감위에 의해 제정된 부

문규장이다. 상장회사정관지침도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관련된 다른 장에 흩어져서도 규정되어 있

다. 그 내용을 보면, 위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

분인데, 합병 시 우선주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는 규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주 관련 규정은 2014년 5월 개정 

시에 도입된 것인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우선주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5 ,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과 관련해서도 회의에 출석한 보통주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출석한 우선주 주주의 3분의2 이상도 찬성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16. 뿐만 아니라,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에 대

해서도 규정하였다.17 그리고 2006년 개정에서는 주주의 권리로 반대

                                       

15 상장회사정관지침 제32조 제1항 주석(注释):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정관

에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사가 합

병, 분할, 해산하거나 또는 회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16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7조 제1항 주석(注释): “아래의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며, 출석한 보통주 주주(의결권이 회복된 우선주 주주와 주주대리

인은 포함하지 않음)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외

에, 출석한 우선주 주주(의결권이 회복된 우선주 주주와 주주대리인은 포함

하지 않음)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3)회사가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회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17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8조 제2항: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중소투자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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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명시하였다. 이 글의 제3장 제3절에서 후술하는 대

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법상의 모호한 규정과는 

다른 점이다. 그 외에 1997년 제정 당시에는 합병의 절차에 대해서

도 규정하고 있었으나18 2006년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2006년 개정에서는 위임장권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78

조 제4항은 “이사회, 독립이사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주주

의결권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4년 5월19 개정 시

에는 같은 조항에 추가로 “주주의결권을 모집하면서 모집대상에게 구

체적인 의결권 행사의 의향 등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유상

으로 또는 변형적인 형태의 유상으로 주주의결권을 모집하는 것을 금

지한다. 회사는 의결권모집과 관련하여 최소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제

한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상장회사정관지침은 1997년 제정 당시부터 이해관계자거

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의 의결권 배제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79조20는 “주주총회가 이해관계자거래

와 관련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는 투표에 참

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에 해

당하는 주식수는 유효한 의결권 수의 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주주

총회 결의에 대한 공시에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주주의 의결권 행

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석: 회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관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의 회피(回避)와 의결권 행사 절차

                                       

에 영향 주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은 투표수를 단독으

로 계산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한 결과는 제때에 공시하여야 한다” 

18 1997년 상장회사정관지침 제170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은 아래의 절차

에 따라서 진행한다. (1) 이사회는 합병 또는 분할 방안을 작성한다, (2) 주

주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의한다, (3) 각 당사자는 합병 또는 분할 계

약을 체결한다, (4) 법에 따라 관련 심사비준절차를 진행한다, (5) 채권, 채무 

등의 합병 또는 분할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한다, (6)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

기를 한다.” 

19 해당 부문규장에 대해서 2014년에는 5월과 10월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 1997년 법령에서는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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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

관계를 갖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동의 하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

회 결의에 대한 공시에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문구는 2014년 1차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2) <상장회사지배준칙(上市公司治理准则)> 

증감위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21가 2002년에 제정하고 시행한 상장

회사지배준칙은 위임장권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상

장회사정관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이 부문규장 제10조는 “상장회

사의 이사회, 독립이사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상장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의결권 모집은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집대상에게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장회사주주총회규칙(上市公司股东大会规则)> 

2006년부터 시행된 증감위가 제정한 부문규장인 상장회사주주총회

규칙은 이해관계자 주주의 의결권 배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

31조). 그리고 2014년 1차 개정 시에는 합병 시 우선주 주주의 의결

권 행사(제23조 제2항 제3호)와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제31조 

제2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위에서 본 부문규장들과 제정된 시기

가 비슷하므로 그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4) <상장회사정보공시관리방법(上市公司信息披露管理办法)> 

2007년부터 시행된 증감위가 제정한 부문규장인 상장회사정보공시

관리방법은 상장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

30조, 제34조). 

(5)<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上市公司重大资产重组管理办

                                       

21 2003년 상무부(商务部)의 설립과 더불어 해체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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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2 

증감위 부문규장인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은 2008년 제정

되었다. 그 후 2011년, 2014년, 2016년에 거쳐 세 차례의 개정이 있

었다. 상장회사 합병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나 관련 법률상 자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문규장은 상장회사 합병 시 준용되는 주요한 

법령이다. 특히 2014년 개정 시에는 제50조 제1항에서 “주식을 대가

로 하는 흡수합병이 상장회사와 관련된 것인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

가격 및 발행은 본 규장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외에,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이 합병대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23. 

2008년 제정될 당시에는 중대자산재편에 대한 자문기구(독립재무

고문,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의 의견(제15조 제1항), 자산평

가결과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자산평가기구 보고서, 대가

산정(제18조 제1항),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이

사회의 의견(제18조 제2항), 재편공시서류(제20조), 자산을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제43조), 공시의무위반과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제50조, 제51조), 이사 등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위반으

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제52조), 자문기구 종사자의 

이행의무위반 또는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제53조) 등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독립재무

고문과 변호사사무소의 의견 및 비이해관계자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독립재무고문의 의견 제시에 대한 규정(제15조 제2항)과 이

해관계자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의무(제19조 제2항) 및 독립이사

                                       

22 비상장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공개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非上市公

众公司重大资产重组管理办法)>을 참조. 

23 제50조 제2항: “상장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여 자산을 매수하거나 다른 회

사와 합병하는 경우, 증감위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3

항: “상장회사는 특정대상을 상대로 주식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매수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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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 제시24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4년 개정 시

에는 자산에 대한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추

가하였다(2014년 제20조). 

(6)<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25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은 2002년 증감위에 의해 제정된 부문규장이

다. 그리고 2006년 개정 시에 제27조와 제36조는 인수회사의 인수

대상회사 주주에 대한 현금선택권에 대해 규정하였는데,26 합병 시 반

대주주에 대한 현금선택권제도의 법적 근거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24  제17조 제2항: “상장회사가 의뢰한 독립재무고문(独立财务顾问,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과 변호사사무소는 중대자산재편이 이해관

계자거래를 구성하는 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명

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대자산재편이 이해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재무고문은 반드시 상장회사의 비이해관계자 주주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 “상장회사 이사회는 중

대자산재편이 이해관계자거래를 구성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중대자산재

편이 이해관계자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이사는 별도로 독립재무고문을 

위임하여 해당 거래가 상장회사 비이해관계자 주주에게 미치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5 비상장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공개회사인수관리방법(非上市公众公司收

购管理办法)>을 참조. 

26 제27조: “인수자가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全面要约(general offer)

를 하거나 또는 증감위에 신청하였으나 면제를 받지 못하여 全面要约를 해

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인수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방식도 제

공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주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인수자는 현금, 증권, 현금과 증권의 결합 등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

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는 것

이 아닌 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방식도 제공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주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당 증권의 보관과 인

수대상회사 주주에게 송달하는 방식과 일정 배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

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호: “…(1)현금으로 인수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인수금액총액의 20%를 이행보증금으로 증권등기결산기구가 지정한 은

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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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회계준칙제20호-기업합병(企业会计准则第20号-企业合并)> 

2007년부터 시행한 재정부의 부문규장인 <기업회계준칙 제20호-

기업합병>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다. 

(8)<기업재편업무 기업소득세처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 

2008년부터 시행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부문규장인 <

기업재편업무 기업소득세처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는 합

병에 대한 개념(제1조 제5항), 합병과 관련한 일반 세무처리(제4조 

제4항)와 특수 세무처리(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및 기존 세수혜

택의 승계(제9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9)<회사의 합병분할등기를 잘하여 기업겸병재편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关于做好公司合并分立登记支持企业兼并重组的意见)> 

2011년부터 시행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부문규장인 <회사의 

합병분할등기를 잘하여 기업겸병재편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은 회사의 합병 관련 등기사항과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다. 

마. 증권거래소 규칙 

증권거래소 규칙은 중국 <입법법>이 정하는 법 체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의 특수한 지위와 종래로 증권에 

대해 자율적 규제를 적용하여 온 점 등은 증권거래소 규칙으로 하여

금 규범성을 갖게 하였다. 

(1) <상해증권거래소주식상장규칙(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

심천증권거래소주식상장규칙(深圳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식상장규칙은 모두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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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4년이다. 거래소의 주식상장규칙에서는 합병 관련 공시의 절

차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7 

(2)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정보공시업무비망록-제6호 상장회사현금선

택권업무지침(시범시행)(上市公司重大资产重组信息披露工作备忘录-

第6号上市公司现金选择权业务指引(试行))>, <심천증권거래소상장회

사현금선택권업무지침(深圳证券交易所上市公司现金选择权业务指

引)> 

위에서 본 증감위의 부문규장인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은 현금선

택권을 적용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사절차 등에 대해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현금선택

권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소 규칙을 제정하였다. 

2008년 5월 심천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현금선택권업무지침을 제정

하여, 처음으로 현금선택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행사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지침에 대해 한차례

의 개정이 있었다. 

상해증권거래소는 2011년 2월에 상장회사현금선택권업무지침을 제

정하여, 현금선택권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행사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8월에 지침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두 거래소의 업무지침의 내용을 보면, 현금선택권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행사절차와 관련한 요구사항에서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 

각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성질과 규모의 차이 및 시장의 다

양성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8 

                                       

27  상해증권거래소주식상규칙 제11장 제7절, 심천증권거래소주식상장규칙 

14.3.5 등. 

28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규모가 크고 국유기업이 대부분이며 메

인보드시장(主板, Main-Board Market)만을 두고 있는 단일시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반면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민영기업이 대부분이며 시장 또한 메인보드시장 외에 SME보드시장(中小板,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oard Market)과 세컨보드시장(创业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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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자산평가협회 규범 

협회 규범 또한 거래소 규칙과 마찬가지로 입법법상 법 체계의 범

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업종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협회

가 제정한 규범은 자율적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중국자산평가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는 <자산평가준칙-기업가치

(资产评估准则-企业价值)>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29 자

산평가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이다.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관련 부처에 의한 행정허가 

회사법상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행정허가 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회사법에 대한 전면 개정 시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유자산, 외국인투자, 경영자집중 등과 관련하여서는 합병을 진행하

면서 특별법에 의해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련 

부처들에 의한 허가는 국유자산의 유출,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 경

쟁제한 기업결합 등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한회사 중의 증권회사30, 선물회사31,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32 및 상

                                       

Second-board Market)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9 해당 규범의 시행과 더불어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기업가치평가지도의견

(시범시행)(企业价值评估指导意见(试行))>은 폐지되었다. 

30 증권법 제129조, 증권회사관리조례(证券公司管理条例) 제13조 제1항은 증권

회사의 합병을 증감위의 비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1  선물거래관리조례(期货交易管理条例) 제19조 제1항 제1호, 선물회사관리방

법(期货公司管理办法) 제37조 제1항 제8호는 선물회사의 합병을 증감위의 

비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화샤펀드관리유한회사(华夏基金管理有限公司)와 중

신펀드관리유한회사(中信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간의 합병을 보면 증감위의 

심사비준을 받고 진행되었다. 당시 증감위가 내린 합병허가비준은 회사법, 

증권투자펀드법, 증권투자펀드회사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법령들에서도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합병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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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회사와 관련한 합병도 행정허가의 대상으로 증감위의 심사비준(核

准)을 받아야 한다.  

증감위의 상장회사와 관련한 합병에 대한 심사는 <증권법> 제10조

(증권공개발행 요건), 제13조(신주공개발행 요건)와 <상장회사 중대

자산재편관리방법> 제50조 제1항(주식을 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에 따

른 상장회사 주식가격 산정)에 따른 것이다.33 중국은 주식발행34 시 

실질적 심사(核准制)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합병도 심사대

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에 대한 증감위의 

심사는 주식발행에 대한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

병심사 시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오로지 주식발행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 보다는 합병거래에 대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합병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증감위의 부서는 주식발

행에 대한 심사비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35  발행감독관리부서(发行

监管部, 이하 ‘발행부’)가 아니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재편에 대한 

감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36 상장회사감독관리부서(上市监管

                                       

감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8/200909/t20090908_16

3749.htm?keywords=吸收合并, 2017.12.1.방문) 

33  증감위행정심사사항목록(证监会行政审批事项目录) 2면 4407번,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1/201604/W0201507035

05843285946.pdf, 2017.12.1.방문, [행정허가사항안내]상장회사합병∙분할심

사비준([行政许可事项服务指南]上市公司合并、分立核准),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7/201602/t20160225_29

3051.htm, 2017.12.1.방문. 

34 중국은 발행대상을 기준으로 주식발행을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으로 구분한

다. 공개발행은 공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비

공개발행도 증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

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모와 동일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周友苏, 「新证券法论」, 法律出版社, 2007년, 145-147면) 

35  발행부서의 업무권한, http://www.csrc.gov.cn/pub/newsite/fxjgb/, 

2017.12.1.방문. 

36  상장부서의 업무권한, http://www.csrc.gov.cn/pub/newsite/ssgsjgb/,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8/200909/t20090908_163749.htm?keywords=吸收合并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8/200909/t20090908_163749.htm?keywords=吸收合并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1/201604/W020150703505843285946.pdf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1/201604/W020150703505843285946.pdf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7/201602/t20160225_293051.htm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7/201602/t20160225_293051.htm
http://www.csrc.gov.cn/pub/newsite/fxjgb/
http://www.csrc.gov.cn/pub/newsite/ssgsj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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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이하 ‘상장부’)라는 점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에는 증감

위에 의한 2개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장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경우, 최초의 주식공개발행(IPO)

에 대한 발행부의 행정허가와 합병에 대한 상장부의 행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012년 증감위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

기로 하였는데, 자금조달금액이 거래금액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

는 상장부가 심사를 하고 25%를 넘는 경우에는 발행부가 심사를 하

게 하였다. 그러나 심사절차는 간소화하였지만 심사기준은 그대로 적

용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37 

비상장공개회사(非上市公众公司)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

산을 구매하는(发行股份购买资产)’ 재편은 증감위로부터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합병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또한 지

금까지 공개된 합병사례에는 비상장공개회사의 합병은 없었다. 하지

만 비상장공개회사와 관련한 합병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증감

위의 심사비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비상장공개회

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에서 200인 이상을 상대

로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증감위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주식발행 외에 합병거래에 대한 심사도 포함하는 지

는 명확하지 않다.38 

                                       

2017.12.1.방문. 

37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에 대한 증감위 심사비준을 간략화(证

监会简化非上市公司吸收合并上市公司审核), 

http://www.cs.com.cn/sylm/jsbd/201202/t20120201_3224740.html, 

2017.12.1.방문. 

38 이 글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합병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비상장공개회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중대자

산재편 등과 관련한 법률을 참조할 수 있으며, 비상장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공개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非上市公众公司重大资产重组管理办

法)>과 <비상장공개회사인수관리방법(非上市公众公司收购管理办法)>과 같은 

별도의 부문규장이 있다. 

http://www.cs.com.cn/sylm/jsbd/201202/t20120201_3224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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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합병에 대한 증감위의 행정허가39를 ‘확인비준(核准)’이

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심사비준(审批)’이었으나 지금은 확인비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형태의 허가제도의 차이점으로는 모두

다 허가사항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심사비준은 확인

비준과는 달리 허가기관이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도 갖는다는 

것이다.40 즉 확인비준제도를 적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증감위

의 실질적 심사를 통과하면 합병이 허가되는 것인 반면, 심사비준제

도를 적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증감위의 실질적 심사를 통

과하더라도 증감위가 합병을 불허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심사를 하는 이상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심사비준’으로 용어를 사용

하였다.41 

II. 합병 관련 법제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합병 관련 법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포괄적 입법과 부문규장에 의한 보완 

회사법을 비롯한 법률에서는 합병과 관련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합병절차에 대한 규제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합병과 관

련한 부문규장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적으로 상장회사의 합병과 

많은 관련을 갖는 증권감독기관인 증감위에 의해 제정된 부문규장이 

                                       

39 중국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를 ‘확인비준(核准)’, ‘심사비준(审批)’, ‘등

록(注册)’, ‘등기(登记)’, ‘비안(备案)’으로 구분하고 있다. 

40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148-149면. 

41 다만, 차이를 두기 위하여 괄호안에 한자도 함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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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42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문규장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비해서는 구체적일지라도, 실제로 적

용하면서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합병을 규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합병과정에서의 제

도적 기능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을 통한 사법적인 구제수단으로도 효

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2. 증감위의 부문규장을 통한 사후적 법제 

법률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입법의 공백이 크다. 그러므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증감위가 부문규장을 

제정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후적 보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43  

증감위는 합병 과정의 전반에 관여하게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많은 분쟁사실을 

접하게 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합병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볼 때, 증감위의 부문규장

을 통한 사후적 법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우선, 증감위는 합병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으로써 사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합병비율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42 이 특징은 합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 법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은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절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다 (입법절차와 관련해서는 http://www.npc.gov.cn/npc/sjb/2012-

02/17/content_1688979.htm 참조).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부문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중국에서의 합병 관련 사항이 여러 개의 부문규장에 나누어서 정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http://www.npc.gov.cn/npc/sjb/2012-02/17/content_1688979.htm
http://www.npc.gov.cn/npc/sjb/2012-02/17/content_16889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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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합병의 진행과

정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초기의 합병을 비롯한 대

다수의 합병이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진행되는 정책적인 합병이므로 

증감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합병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두 이해관계자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도 소수주주도 합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권리가 침

해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증감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증감위는 사후적으로도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하

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여

지가 있다.44 

그리고 증감위는 합병과정 전반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사항들에 대

해서 부문규장으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증감위는 상장회사 관련 합병에 대한 사전규제

기관, 진행 중 분쟁해결기관, 사후구제기관으로써 본격적으로 합병 

절차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까지 다양하게 중요

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제2절 합병 개념과 유형 

I. 합병의 개념 

중국법상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

의 회사가 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45 중국 회사법 제172조는 흡수합

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합병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흡수합병이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흡수되는 회사가 해산하는 것이

                                       

44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제4장 제4절 참조. 

45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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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의 각 당사회사는 해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합병과 유사한 용어로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사

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46  

(1) 겸병(兼并, Merger) 

 중국에서는 합병과 유사한 개념으로 ‘겸병’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겸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89년

부터 시행된 부문규장인 <기업겸병과 관련한 잠정적 시행방법(关于企

业兼并的暂行办法)>이다. 이 시행방법의 제1조는 “겸병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산권(产权)을 매입(购买)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법인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법인실체(法人实体, corporate entity)를 

변경하게 하는 행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입방식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닌 기업간의 합병은 이 방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행방법 제4조는 겸병의 형태를 재무부

담형(承债式), 47  매입형(购买式), 48  지분흡수형(吸收股份式), 49  지배형

(控股式)50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51 그리고 1991년부터 시행된 행정

법규인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国有资产评估管理办法)> 제3조는 국

유자산을 점유한 단위(单位)52가 자산평가를 행하여야 하는 상황 중의 

                                       

46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경영활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

어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47  재무부담형이란 자산과 채무가 등가인 경우에 겸병기업이 겸병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산을 받는 것이다. 

48 매입형이란 겸병기업이 출자하여 겸병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49 지분흡수형이란 겸병대상기업의 소유자가 겸병대상기업의 순자산을 주식대

금으로 겸병회사에 납입하여 겸병기업의 주주로 되는 것이다. 

50 지배형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통하여 지배

를 이루고 겸병을 실현하는 것이다. 

51 <기업겸병과 관련한 잠정적 시행방법(关于企业兼并的暂行办法)>이 제정되던 

당시는 중국에 주식시장도 형성되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겸병을 흡수합병뿐

만 아니라 인수, 인수합병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52 여기서 단위는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부서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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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기업의 겸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시행

세칙(国有资产评估管理办法实施细则)> 제6조는 여기서 말하는 겸병은 

하나의 기업이 채무를 부담, 매입, 지분화 및 지배 등의 형태를 적용

하여 유상으로 다른 기업의 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겸병대상기업이 

법인자격을 상실하거나 법인실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1989년 시행방법상의 겸병 개념과 일치되는 것이

다. 

그 외에 현재는 1996년 시행하고 2008년 실효된 부문규장인 <기

업겸병 관련 재무문제에 관한 잠정적 시행방법(企业兼并有关财务问题

的暂行规定)> 제2조 제1항은 겸병이란 하나의 기업이 매입 등 유상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재산권을 취득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법인자격은 유지하되 투자 주체가 변경

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겸병

대상기업의 자산과 채무가 기본적으로 등가를 이루는 상황에서 겸병

기업이 겸병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심사비준을 받은 후 

겸병기업은 이전(划转)방식53을 통하여 겸병대상기업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채무부담형 겸병과 관련해서는 위의 

법령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본질적인 차이

가 없지만, 실무상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의 규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겸병은 거래 후 겸

병대상기업이 법인격을 상실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흡수합병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겸병은 중국의 시장경제발전단계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그러므로 겸병은 흡수합병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완전히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54 

(2) 인수(收购, Acquisition) 

                                       

53 국유자산의 무상이전(无偿划转)을 말한다. 

54 관련 문헌이나 논문에서는 흡수합병 대신 겸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도 많은데, 관련 법령에서의 법인격이 유지되는 겸병은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겸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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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라는 용어가 법령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93년부터 

시행된 행정법규인 <주식발행과 거래관리 잠정적 시행조례(股票发行

与交易管理暂行条例)>이다. 그 후로도 인수는 법률상 개념으로 증권

법 및 관련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증권법은 ‘인수’의 개념

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2년에 제정된 <상장회

사인수관리방법> 제2조는 상장회사의 인수란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의 

주식양도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상장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보유하고, 

증권거래소 주식양도활동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나

의 상장회사 주식을 일정한 정도 지배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실

질적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

의한 적이 있다. 비록 2006년 개정 시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지

만, 현행 증권법상의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볼 때, 여전히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대한 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지만 반드시 대

상회사의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병과는 구

분된다. 

(3) 인수합병(并购, Merger & Acquisition) 

인수합병은 회사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만 볼 수 있다. 예컨대, <外国投资者并购境内

企业暂行规定> 제2조는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이란, 외국 

투자자가 협의에 의해 외상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주 지분을 매수

하거나(购买) 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해당 국내기업

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거나(주식인수합

병),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을 통하여 국

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로 매수하고 운영 또는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

의 자산을 협의로 매수하고 해당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자산인수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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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합병의 형태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국 회사법 제172조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형태의 합병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합병은 흡수합병이 

대부분이고 신설합병은 거의 없다. 

또한 합병의 대가에 대해서는 주식 외에 현금, 주식전환사채, 신주

인수권(权证, Warrant) 등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55 실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이다.56 

2. 채무초과회사에 대한 합병 

그 외에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하다. 중국에

서는 흔히 ‘채무부담형(债务承担式)’방식이라고 하는데, 대상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등가를 이루는 경우에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채무를 부

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실질은 

대가의 지불이 없이(무상으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합병은 주요하게 97년 이전에 많았다. 특히, 국유기

업의 경우에는 채무초과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

니라, 정책적으로 이자 및 세수 혜택57도 부여하는 등 적극 격려하였

다.  

                                       

55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50조 제3항: “상장회사는 특정대상을 

상대로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자산을 매수하거나 다

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6 주식을 합병대가로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절 II의 2 참조. 

57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합병분할업무에 관한 소득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의 통지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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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중국은 아직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다. 그러므로 모든 합병은 각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야 한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지만, 아직 입법적인 논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3절 합병 절차와 효과 

합병은 합병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로부터 합병등기까지 일련의 절차

를 거쳐서 완료된다. 이러한 절차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

으로 ①합병안의 작성과 이사회결의, ②합병공시, ③합병계약의 체결, 

④관련부문의 심사비준, ⑤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 ⑥주주총회결

의, ⑦채권자 보호절차, ⑧자산부채표와 재산목록의 작성, ⑨주주 보

호절차, ⑩합병등기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I. 합병의 절차 

1. 이사회의 합병안(合并方案) 작성 

합병안은 이사회가 작성한다(회사법 47조, 109조). 각 합병당사회

사의 이사회는 합병안을 작성하고 통과한 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2. 합병안 공시 

합병회사는 합병 관련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안을 모든 주주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합병비율 산정 및 

현금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3. 합병계약 체결 

                                       

58 회사법 173조, 상장회사 합병사례 등으로부터 본 합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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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각 당사자들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회사법 173조). 

합병계약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계

약법의 규정 59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체결이 가능하다. 합병계약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①합병 각 당사자의 명칭, 

주소, ②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명칭, 주소, ③합병 각 당

사자의 자산현황과 처리방식, ④합병 각 당사자의 채권채무승계,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과 

주식 그리고 수량, ⑥근로자 처우, ⑦계약위반책임, ⑧분쟁해결방식, 

⑨계약체결 일시와 장소, ⑩합병 각 당사자들이 필요한 기타 기재사

항이다. 

계약의 체결시기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합병안이 제정되면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

계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의 승인

을 받은 후에 체결하여야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된다는 점이 감안되어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결의가 승인

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효력발생 조항을 추가하여 주주총

회결의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심사기관의 비준절차 

감독기관의 심사비준을 필요로 하는 합병은 관련 기관의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조재편의 결과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쟁자∙소비자∙근로자의 이익

과 밀접히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특히 산업정

                                       

59 계약법 제12조, [계약내용]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1)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목적

물, (3)수량, (4)품질, (5)가격과 보수, (6)이행기한, 장소와 방식, (7)계약위반

책임, (8)분쟁결의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양식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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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공공이익∙국가이익∙국가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회사

의 구조재편은 그 자체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규모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조정을 회피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기 위한 것

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구조재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감독하여야 한다. 예컨대, 

반독점법은 별도로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이라는 장절로 회사의 

집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 제4조는 회사의 인수 및 관련 지분권의 변동이 국가안전

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인수 및 관련 지

분권의 변동이 국가산업정책, 업종영위허가, 국유지분양도 등 사항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 관련 부문의 비준(허가)을 받아야 하

며, 외국투자자가 회사의 인수 및 관련 지분권의 변동을 행하는 경우

에는 국가 관련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

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합병허가 

2005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모든 합병은 국무원이 

수권한 부처 및 성급인민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개정 시 

해당 조항(1993년 회사법 183조)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법상의 이러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감위

로부터 합병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증감위는 그 근거로 주

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증감위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

는 증권법 제10조와 제13조를 제시하고 있다.60 또한 상장회사가 합

병 또는 분할을 할 때의 중요한 절차는 주식(상장회사가 공개 또는 

                                       

60 행정허가사항서비스안내: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비준(行政许可事项服务指南: 

上市公司合并、分立核准),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7/201602/t20160225_29

30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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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갖고 있던 주

식(存量股份) 포함)을 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61 

6. 주주총회 결의62 

주식회사의 합병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

다(회사법 제103조 제2항).63 

국유독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자산

관리기구의 결정에 의한다. 또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은 국유

자산관리기구가 심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정부로부터 비

준을 받아야 한다(회사법 제66조). 이 비준은 국유자산관리기구가 지

역정부에 전달하여 받는 것이다. 

7. 채권자 보호절차 

회사는 합병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고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회사법 제173조).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법 173조). 채권자의 채무상환 또는 담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흔히 제3자를 지정하여 제3

                                       

61 행정허가사항서비스안내: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비준(行政许可事项服务指南: 

上市公司合并、分立核准),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7/201602/t20160225_29

3051.htm 

62 2017.4.27. 증권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합병과 분할은 증감위에 보고 및 

공고하여야 하며, 감독관리기구가 보고/공고/재무보고서 등이 요건을 않는 

경우에는 합병분할에 대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은 증감위의 심사비준을 

전제로 하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관련부문 및 증감위의 심사비준이 절차적으로 선행되고 있다. 

63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의 찬성을 요하고 있

다(회사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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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무를 대신 행사한다.64 

8.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 작성 

합병 당사회사들은 자산부채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사

법 제173조). 

9. 주주 보호절차 

주주는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현금선택권65 또는 주식매수청

구권66을 부여하고 있다. 

반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제3자는 권리행사 요

건을 충족하는 주주에 대해 현금 대가를 지급한다. 권리행사의 방식

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권리행사 신청을 받는 방식과 거래소시스템

으로 권리행사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10. 합병등기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존속회사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등기를 하

여야 하고, 합병 후 소멸회사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179

조 제1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4조). 

회사는 합병공시일로부터 45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

기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①합병계약서, ②합병공고가 게

재된 신문, ③각 당사회사의 합병승인결의, ④각 당사회사의 영업등

록증 사본, ⑤채무상환 또는 채무담보 현황에 대한 설명, ⑥법률, 행

정법규와 국무원결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 경우, 관련 

비준서류 또는 허가증서 사본, ⑦합병으로 인해, 설립 또는 변경 등

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현황을 첨부한 소멸회사의 말소증명, ⑧서약

                                       

64 현금 지출 없이 합병을 진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5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 제36조. 

66 회사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만 가능하다(회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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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承诺书) 등이 있다.67 

합병등기는 형식적인 등기절차에 지나치는 것은 아니고, 공상관리

국이 합병내용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합병등

기는 기각될 수도 있으며, 합병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다.68 

II. 합병의 효과 

합병의 효력발생일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합

병당사회사간에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병계약의 체결

을 비롯한 합병 관련 요건(합병승인결의, 심사비준기관과 증감위의 

허가 등)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을 합병효력발생일로 정하고 있으며, 

합병완료일은 모든 공상등기를 완료하는 날로 하고 합병기준일은 합

병회계감사기준일로 하고 있다.69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의 회사로 승계

되며,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한다(제174조, 제180조, 제183조). 

그 외에, 합병 후의 회사형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간의 합병일 

경우 합병회사는 당연히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상장회사와 유한

회사 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합병 후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비상장

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합병 후 회사가 주식회사와 유한회

사 중에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한다. 

                                       

67  회사등기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 

http://www.saic.gov.cn/qyj/qybs/gsdj/gshbbg/201703/t20170314_232546

.html,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식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업무처리안내사

항인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설립, 변경 및 말소 등기(因公司合并申请设立、

变更或注销登记)’ 중의 신청서류제출목록, 해당 업무처리안내 공지에는 각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68 각주 67)의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설립, 변경 및 말소 등기(因公司合并申请

设立、变更或注销登记)’중의 업무처리기한. 

69 中国铝业 등 사례들의 합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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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합병계약 

합병을 하려는 당사회사들은 본격적으로 합병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에 합병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협상

기간을 거치게 되고, 합병계약의 체결 또는 주주총회결의 소집을 시

작으로 공식적인 합병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합병계약은 합병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합병대가를 비롯한 합병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들은 모두 합병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합병이 진행되기 때문이

다.  

이 절에서는 합병계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합병계약의 체결, 변

경, 해제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의 승인요건 및 합병계약의 불이행책

임에 대해서 본다. 

I. 법정기재사항과 효력발생요건 

1. 합병계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중국 회사법은 각 당사자들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계약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그러므로 합병계약서는 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합병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기관에 등기절차를 진행

하면서 합병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기관은 합병계약서에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 제12조 제1항은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르며, 일반적으로 ①합병 각 당사자의 명칭, 주소, ②합병 후 존속회

사 또는 신설회사의 명칭, 주소, ③합병 각 당사자의 자산현황과 처

리방식, ④합병 각 당사자의 채권채무승계, ⑤존속회사 또는 신설회

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총액과 주식 그리고 수량, 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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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처우, ⑦계약위반책임, ⑧분쟁해결방식, ⑨계약체결 일시와 장소, 

⑩합병 각 당사자들이 필요한 기타 기재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류별 계약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식도 관련 법률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사항에서는 계약법에 따른 기재사

항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등기기관은 합병등기 시 제출하여야 하는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0 ①

합병계약 각 당사자의 명칭, ②합병의 형태, ③합병 후 회사의 명칭, 

④합병 후 회사의 등록자본금액, ⑤합병계약 각 당사자의 채권채무승

계안, ⑥회사의 분회사(分公司) 해산, 다른 회사 지분보유현황, ⑦계

약체결 일자와 장소, ⑧합병계약 각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규정하는 

기타 사항. 다만, 등기기관의 합병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요

구는 회사법 또는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고, 등

기기관이 회사들에 대한 등기업무안내사항으로 고지(告知)되고 있다. 

그 외에, 실제 합병 거래에서의 계약서를 보면,71 기본적으로 아래

와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다. ①합병방식, 거래가격, 합병으로 인

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 및 발행가격 그리고 새로 

증가된 주식수, 전환대가, 새로 증가된 주식의 매도제한기간, 단주의 

처리, 권리제한 주식의 처리, ②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택권의 

제공자, 행사대상 및 행사가격, ③채무의 처리, ④근로자 배치, ④교

부, ⑤당사회사들의 진술과 보장, ⑥과도기 내의 처리, ⑦세금비용, 

⑧비밀유지의무, ⑨계약위반책임, ⑩불가항력, ⑪계약의 해제와 효과, 

                                       

70http://www.saic.gov.cn/fw/bsdt/ztbs/qydj/gsdj/ygsslbg/201608/t20160816

_170137.html，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 

71  상장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공시된 합병계약서를 참조하였다. 다만 모든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공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시되어 있는 3건의 계약서

를 참조한 내용이다. 이 3건은 ‘阳晨B股’, ‘攀枝花’, ‘太光电信’ 합병사례이다. 

http://www.saic.gov.cn/fw/bsdt/ztbs/qydj/gsdj/ygsslbg/201608/t20160816_170137.html
http://www.saic.gov.cn/fw/bsdt/ztbs/qydj/gsdj/ygsslbg/201608/t20160816_17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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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적용법률과 분쟁해결이다. 

2. 합병계약의 체결과 효력 

합병계약서가 작성되고 당사회사간에 그 내용에 대한 합의의 일치

가 이루어지면, 합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합병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

택권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합병 당

사자 외에 이러한 제3자도 합병계약의 당사자가 된다.72 

가. 합병계약의 체결일과 효력발생일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중국 계약법 

제44조, 제25조). 그러므로 효력발생일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

함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일이 곧 효력발생일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합병은 관련 기관의 심사

비준과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73 

2003년 최고법원이 발표한 법률해석 <기업구조재편 관련 민사분

쟁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与企业改制相关的民事

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30조는 기업의 겸병 74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정부 담당 부처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심사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심사비준을 받지 않은 합병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72 합병계약서 외에, 합병당사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택권을 제공

하는 제3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택권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도 별

도로 체결한다.  

73  李国光, 「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改制司法解释条文精释及案例解析 」 第二版, 

人民法院出版社, 2015, 128-129면. 

74 이 사법해석에서의 겸병은 흡수합병 외에 신설합병과 주식보유에 의한 지배

를 포함하고 있다(해당 사법해석 7부분 기업겸병의 제31조, 제33조, 제3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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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1심판결 변론 종결 전에 해당 절차를 

보완한 경우에 법원은 합병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둠으로써 효력발생요건을 추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결할 

경우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의 무효로 인해 바

로 합병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가 제기한 합병 무효

의 소를 통해 이루어진다.75 农行黄梅县支行, 湖北博仁制药公司와 正

昌公司의 합병계약분쟁사건에서 최고법원은 “합병 시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회사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는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강행성은 회사와 주주간의 관

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권리를 주주총

회에 부여한 것이다. 그 취지는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고, 회

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합병 등의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내릴 경우, 주주는 해당 행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

(撤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의 주주

들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하여 결의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합병에 

대해서 모두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후적으로도 합병행위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회사법을 위반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76  실무상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회

사이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병

계약의 체결이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

라서 담당 부처의 심사비준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요건 보완도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徐强胜, 「公司纠纷裁判依据新释新解」, 人民法院出版社, 2014, 242면. 

76 최고법원(2002)民二终字제137호 판결, 农行黄梅县支行, 湖北博仁制药公司와 

正昌公司의 기업겸병계약분쟁 (徐强胜, 「公司纠纷裁判依据新释新解」, 人民

法院出版社, 2014,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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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총회결의와 합병계약체결의 절차적 선후 

주주총회결의와 합병계약체결의 절차적인 선후 순서에 대해서 명시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해석상으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상 합병계약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이전 1차이

사회에서 체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합병계약에 대해서 검

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한 1차 이사회 결의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고 

주식발행가격 기준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II. 계약사항의 변경과 합병계약의 해제 

  계약체결 후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또한 법정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간의 합

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래에는 어떠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주

주총회결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계약사항의 변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추후에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보충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된 내용과 체결된 보충계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합병계약체

결 시 변화가 예견되는 일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상 유보조항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당사회사간에 산정한 합병비율에 대해서 증감위가 비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적어도 

증감위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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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계약의 해제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되

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77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78

로 해제될 수가 있다. 당사자간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을 해제 사유로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들은 영향을 받

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79 그 차이를 보면, ①합병회

사가 합병을 통하여 합병대상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없을 경우,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 또는 제공한 담보 등은 

해지된다. 또한 제3자가 합병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관계도 해지

된다. ②합병회사가 합병 행위로 대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 관련 법률

관계는 영향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합병계약해지

                                       

77 远大集团(존속회사)과 感光材料(소멸회사)는 “소멸회사가 주요 관리 부처와 

천진 시경제위원회에 심사비준을 신청하고 지역혜택정책에 대한 비준을 받

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존속회사는 소멸

회사의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

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였다.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가 분쟁이 된 이 사안에서 

최고법원은 사실관계 확인결과 존속회사가 지역혜택정책을 받지 못한 것은 

채권자가 합병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천진시 정부에 보내면서 혜택이 최종적

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선행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 (最高人民法院(2005)民二终字第38号民事判决书, 中国远大集团有限责任公

司与天津市一轻集团(控股)有限公司, 天津远大感光材料公司, 中国东方资产管理

公司天津办事处, 中国工商银行天津市分行广厦支行公司간의 합병분쟁). 

78 계약법 제94조 [계약의 법정해지] 아래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

현할 수 없는 경우, (2)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

로 증명하는 경우, (3)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당사자 일방이 채무

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또는 기타 계약위반 행위로 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

하는 경우, (5)법률이 규정하는 그 외의 사항. 

79 徐强胜, 「公司纠纷裁判依据新释新解」, 人民法院出版社, 2014, 248-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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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소급되지 않는다. 

제5절 합병 현황과 특징 

I. 합병의 현황 및 대표적 사례 

1999-2017년10월까지 중국에서는 표1과 같이 상장회사와 관련한 

합병이 이루어졌다.80 아래에는 몇 개의 대표적인 합병사례들을 통하

여 거래구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소수주주 보호 등에 대해서 보았

다. 

1.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간의 흡수합병 

아래의 두 사례는 모두 상장회사가 지배주주인 비상장회사에 대한 

흡수합병 사례이다. 또한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 상장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였고 비상장회사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 현금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

는데 지배주주(찬성주주)를 상대로 청구하게 권리를 설정하였다. 

                                       

80 2017.10.22. 증감위의 공식홈페이지 중 ‘정보공개(信息公开)’란에서 명칭검

색에 ‘흡수합병’을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총 76건의 흡수합병에 대한 심사비

준답변(批复)이 조회되었다. 그 중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

사와 관련한 유한회사간의 합병 19건(1건은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간의 합

병)과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1건 그리고 중복된 답변 2건은 제외하였다 

(http://www.csrc.gov.cn/pub/zjhpublic/). 또한 조회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표6중의 2번, 12번, 22번의 경우 합병 관련해서 잘 알려진 사례이고 상

장회사의 합병 공시에 따라 증감위의 승인 비준(허가 서류번호로는 각각 证

监公司字[2004]84号, 证监许可[2008]1445号, 证监许可[2011]168号)이 확

인되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증감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자

체에도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표6의 사례들이 중국

에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합병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http://www.csrc.gov.cn/pub/zjh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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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葛洲坝의 水电工程公司에 대한 흡수합병 

(1) 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Gezhouba Co., Ltd. (葛洲坝股份有限公司, 이하 ‘葛洲坝’)

는 자본총액이 105,160만 위안이다. 中国葛洲坝水利水电工程集团有

限公司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006년 주식분치개혁을 통하여 

양도제한 유통주식도 전부 양도제한이 없는 유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소멸회사 中国葛洲坝水利水电工程集团有限公司 (이하 ‘水电工程公

司’)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자본총액은 153,491.18만위안이

다. 존속회사의 주식을 25.27%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이 합병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간의 이해관계자거래에 해당하므로 

존속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소멸회사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 

(2) 합병내용 

존속회사 葛洲坝의 주당 액면가는 1위안 81이고, 존속회사는 주식 

거래정지일 이전 거래일 20일간 회사주식의 일간평균가격의 산술평

균치를 계산한 가격인 주당 5.39위안이 전환가격으로 확정되었다. 

전문자산평가기구의 자산평가에 의한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의 권리

가치(주식가치)는 47.41억 위안이고, 등록자본금은 153,491.18만 

위안이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전환가격은 등록자본금 1위안당 3.09

위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등록자본금 1위안당 주주권리가치(3.09위안)/존속회사의 

거래정지공고일 이전 거래일 20일간 평균주가(5.39위안)으로 합병비

율은 1:0.57로 산정되었다. 

1위안의 등록자본금을 1:0.57의 전환비율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대

                                       

81 중국에서는 최초 주식발행 시 액면가가 1위안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다. 액면가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0년 심천시

인민은행의 <심천시 주식인쇄관리 일시적 시행규정(深圳市股票印制管理的暂

行规定)>에서 액면가를 1위안으로 규정하면서부터 1위안으로 가격이 통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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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발행 받으면,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 879, 591, 836

주를 보유한다. 그리고 합병 후 소멸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존

속회사의 주식은 전부 양도제한 유통주로 전환된다. 36개월간 양도가 

제한된다. 

(3) 관련사항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게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였고 주주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

였다. 매수가격은 합병가격과 동일한 5.39위안으로 산정되었고, 제공

자는 존속회사의 주주인 葛洲坝集团公司(이하 ‘集团公司’)이다.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하였으며, 합리한 

가격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集团公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

게 하였다. 集团公司는 소멸회사의 주식 82.43%와 존속회사의 주식 

43.5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를 달리 하고 있는

데, 소멸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현금선택권이 아닌 주식매수청구

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공자는 회사가 아닌 찬성주주를 상대로 권

리를 행사하게 하였다. 상장회사 반대주주의 탈퇴권과 관련하여 중국

에서는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 차이점

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 III의 2에서 후술하였다. 

나. 华光股份의 国联环保에 대한 흡수합병 

(1) 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Wuxi Huaguang Boiler Co., Ltd. (无锡华光锅炉股份有限

公司, 이하 ‘华光股份’)는 2000년에 강소성 정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

된 주식회사이다. 2002년에 IPO를 하였으나 양도제한 유통주식이 

52%를 차지하였다. 그 후 2006년에 주식분치개혁을 통하여 주식 전

부를 양도제한이 없는 유통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자본총액은 2억

5,600만 위안이다.  

소멸회사 无锡国联环保能源集团股份有限公司(이하 ‘国联环保’)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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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 비준을 받고 설립된 회사이고 无锡市国联发展(集团)有限公司(이

하 ‘国联集团’)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

사의 최대주주이고 45.1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흡수합병의 거래상대방은 国联集团이고 회사의 실제지배자(实际控

制人)이므로 이해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 

(2) 합병내용 

주식가격 산정기준일은 존속회사 华光股份의 이사회결의 공고일 이

전 20일간의 거래평균가격으로 하였고,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

법 제45조의 규정과 각 당사자의 이익을 감안한 후, 합병가격을 1주

당 13.84위안으로 산정하였다. 소멸회사의 주식 전체에 대한 평가액

은 558,310.58만 위안으로 산정되었다. 

합병 후, 소멸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은 36개월간 상장거래 또

는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합병거래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회

사의 주식이 연속 20일간의 거래일의 장 마감 가격이 발행가격 보다 

낮거나 6개월 기간만료 장 마감 가격이 발행가격 보다 낮을 경우, 주

식은 기존의 잠금기간(锁定期)에서 자동으로 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3) 관련사항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존속회사의 유통주 주주를 상대로 ‘반

대주주’에게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였다. 매수가격은 합병가격과 동일

하나 가격으로 정하였다.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현금선택권 제

공자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선택권은 거래상대방인 

国联集团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해당 합병에서는 현금선택권을 행사

한 주주가 없었다. 

소멸회사인 国联环保는 거래상대방인 国联集团의 완전자회사이므로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 

2. 상장회사간의 흡수합병 

아래의 두 사례는 합병비율의 산정과 반대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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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새로운 시도들을 엿볼 수 있는 합병이다. 첫 번째는 주식이 분치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합병비율 산정방법과 처음으로 반대주주에게 

탈퇴권리를 부여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할증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를 달리 하

여 분쟁이 있었던 사례이다. 

가. 第一百货의 华联商厦에 대한 흡수합병 

(1) 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Shanghai No1 Department Store Co., Ltd.(上海第一百货

股份有限公司, 이하 ‘第一百货’)는 1992.4. 상해시정부의 비준을 받고 

주식회사로 개혁하였고, 모집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1.21억주이다. 

그 중 국가주식 6,808.64만주이고 법인주식은 3,000만주이며 사회공

중주식은 1,840만주이고 내부근로자주식은 460만주이다. 사회공중주

식과 내부근로자 주식은 각각 1993.2.과 1994.4.에 상해증권거래소

에 상장하여 거래되었다. 합병거래 이전 2003.12.31. 발행주식총액은 

5.8억주이고 자산총액은 36.73억 위안이며 순자산은 17.23억 위안이

었으며 이익총액은 1.24억 위안이었다.  

소멸회사 Shanghai Hua Lian Co., Ltd.(上海华联商厦股份有限公司, 

이하 ‘华联商厦’)는 1992년 기업개혁을 통해 설립되었고 같은 해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03.12.31. 발행주식총수는 4.22억주

이고 자산총액은 22.97억 위안이며 순자산은 15.09억 위안이며 이익

총액은 9,567.31만 위안이다. 

합병 후 존속회사를 Shanghai Bailian Group Co., Ltd.(上海百联集

团股份有限公司)로 명칭을 변경하고 Bailian Group(百联集团)하의 상

장회사로 된다. 

(2) 합병내용 

소멸회사 주주의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은 각각의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비유통주 합병비율

은 1:1.273이고 비유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1주당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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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사 주식 1.273주를 받고 유통주 합병비율은 1:1.114이고 유통주

를 보유한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1주당 존속회사 주식 1.114주를 받

는다. 

(3) 관련사항 

1)주식분치 하에서의 합병비율 확정 

두 회사는 모두 상장회사이고 국유주식, 법인주식 등의 비유통주와 

유통주가 발행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식이 분리된 회사이었으므로 사

실상 4가지의 이익주체가 존재하였다. “합병비율을 확정하는 기초는 

가치평가이므로, 다른 성질의 주식은 그 가치평가가 다르다.”  유통

주는 시장가격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하지만, 비유통주는 순자산을 

평가기준으로 하므로, 두 가지 다른 평가기준으로 하나의 합병비율을 

산정해 낼 수 없다.  

2)자산의 내재적 가치의 반영 

비록 주당 순자산이 비유통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주식의 시장가격

이 유통주의 시장가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두 기업의 서로 다른 경

영특징, 이익창출능력, 잠재적인 발전 등과 같은 내재적 가치는 순자

산이나 시장가격을 통하여 완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예컨대 소멸회사

의 주요한 부동산 토지사용권은 모두 상해시의 상업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평가가치가 약 26억 위안에 달하며, 존속회사 또한 상업중심에 

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는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

은 부분이지만, 모두 주주가 보유하는 이익이다. 

이 합병은 합병비율을 확정하면서 두 상장회사의 상업부동산가치, 

영리능력, 및 업무성장력을 고려하여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합병비율

을 조정하는 것을 통하여, 주식시장가치를 합병비율의 산정근거로 함

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여, 시장가치에 

대한 조정을 하였다.  

3)주주의 권리보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선택권을 적용함으로써 주주에게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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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안이 통과되어야만 현금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현금선

택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게 함으로

써, 현금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보장하였다. 

현금선택권을 인수하는 대상은 두 회사의 실제적 지배자인 百联集

团과 재무자문회사(独立财务顾问)이다. 

그 외에도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최고절차’, ‘독립이사에 

의한 위임장 공개 권유’,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등 제도를 적용

되었다.  

4)주가변동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합병비율은 고정된 것이므로, 두 상장회사의 가격은 연동적인 효과

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두 회사의 주식가격을 조종하여 

주식전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만약 대량투기자금이 유입되어 두 회사의 가격을 대폭 변동한다면, 

그 중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중

소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금선택권의 적용

도 투자자가 현금선택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시장가격은 안정적인 가격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이 합병안의 실시는 주식거래에 상장회

사중대자산재편과 관련한 장기적 거래정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조치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 산정의 편의뿐만 아니라, 위험을 고정

시키고 시장투기를 방지하며 투자자의 합병위험을 낮추는 기능도 한

다. 

나. 盐湖钾肥의 盐湖集团에 대한 흡수합병 

(1) 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Qinghai Salt Lake Potash Co., Ltd.(青海盐湖钾肥股份有

限公司, 이하 ‘盐湖钾肥’)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등록자본금이 

767,550,000위안이다. 

소멸회사 Qinghai Salt Lake Industry Group Co., Ltd. (青海盐湖工



 

 47 

业集团股份有限公司, 이하 ‘盐湖集团’)는 1995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등록자본금이 3,067,615,959위안이다. 

소멸회사 盐湖集团은 존속회사 盐湖钾肥의 주식을 30.6%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므로, 이 합병은 이해관계자거래에 해당되었다. 

(2) 합병내용 

존속회사 盐湖钾肥의 주식가격은 이사회 소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0일간 거래일의 거래평균가격을 적용하여 1주당 53.53위안으

로 산정되었다. 소멸회사 盐湖集团의 주시가격도 존속회사와 동일한 

시가기준을 적용하였고 1주당 25.46위안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존

속회사의 주주에게는 42.36%의 할증을 적용하여 1주당 73.83위안으

로 주식가격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2.90:1로 

소멸회사 주식 2.90주당 1주의 존속회사 주식을 발행 받을 수 있다. 

(3) 관련사항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현금선택권을 부여

하였다. 매수가격은 1주당 25.26위안으로 결정되었다. 青海投资 등의 

7개 회사가 공동으로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였다.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매수가격은 1주당 51.46위안으로 결정되었고, 마찬가지

로 위의 7개 회사가 공동으로 매수주체가 되었다. 처음에 공개된 합

병안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고, 합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4) 관련분쟁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만을 상대로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여, 존속회사 

일부 주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양측은 존속회사가 존속회사의 반

대주주에게 현금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

생한 적이 있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만 현금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존속회사의 유통주 반대주주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공시된 합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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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존속회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존속회사의 유통주 주주는 확정된 합병안

도 마찬가지로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 법원에 합

병 유지를 청구하겠다고 회사측에 해당 권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10명의 유통주 주주가 인터넷을 통하여 <盐湖钾肥流通股股东共同发

声>를 발표하였고, 해당 성명을 증감위와 합병당사회들에 전달함으로

써, 합병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해당 주주

들은 합병계획안 중 두 회사의 3:1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

문을 제기하면서 3.8:1을 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장하였다. 

존속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현금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결

정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부담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존속회사는 유통주 3.9억주이고, 거래정지일 이전의 장 마감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343.7억 위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이 합병에서 대

주주는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결정권은 유

통주 주주가 갖게 된다. 그러므로 3분의 2의 유통주 주주가 합병안에 

찬성하고 나머지 3분의1만 현금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114억 

위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속회사의 유통주는 7685

만 주이고, 전체가 현금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3.8억 위안을 

지불할 뿐이라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280,794주가 현금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존속회사에 대

해서는 결과적으로 제3자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하였으나 권

리를 행사한 것은 2주뿐이었다. 또한 이 합병으로 지배권은 변동하지 

않았고 양도제한 주식의 비중이 20%가량 증가한 대신 양도제한이 없

는 주식의 비중은 상응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소수주주가 주장하는 

합병비율은 3.8:1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병비율은 2.9:1이다. 



 

 49 

II. 합병실무의 특징 

1. 이해관계자간의 합병 

합병거래의 경우, 독립당사자간의 합병보다 이해관계자간의 합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중국에서 합병은 기업개혁과 주식개

혁을 비롯한 회사와 관련한 많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로 인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관계회사간의 영위하는 업무 및 

상장의 중복성 등으로 비롯되는 동일한 업종간의 업무경쟁과 자본시

장에서의 자금조달의 경쟁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병이거나 또

는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과 H주식의 A주식 전환 등을 위한 합병이

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은 주로 모자회사나 계열사간 등의 이해관계

를 갖는 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법상 이해관계(관련관계, 关联关系)란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지

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

업간의 관계 및 회사이익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다른 관계를 말한다

(회사법 제216조 제1항 제4호).82  

다만,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간에는 동일하게 국가의 지배를 받는 

다는 점만으로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회사법 제216조 제

1항 제4호 단서), 해당 법인의 법정대표자, 총경리, 과반수 이사의 이

사가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겸임하는 경우에야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다.83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지배’는 

                                       

82 그리고 각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칙인 주식상장규칙에서도 관련거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거래(관련거래)란 상장회사 또는 그 지배자회사

와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자원 또는 의무를 이전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대가의 지불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83  상해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

则)> (2014년 개정) 10.1.4 단서. 심천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주식상장

규칙(深圳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2014년 개정) 10.1.4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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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국유자산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이다.84 국유자산관리법 제11조

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지방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로 인정될 수 있

다. 그러므로 국유기업의 출자자는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지배’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동일

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2.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 

중국 회사법은 합병의 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병대가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증감위의 부문규장은 합병 시 여러 형태의 합병대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85 그러므로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현금뿐만 아니라, 소멸회사의 

재산가치에 상당한 기타 재산도 합병대가가 될 수 있다. 다라서 이론

적으로는 존속회사 모회사의 주식도 합병대가가 될 수 있으며 삼각합

병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회사 

관련 합병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주식’을 그 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인

데,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 2005년 이전까지의 지분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중국은 회사가 순자산의 50%를 넘는 지분투자 자체를 할 수 없게 

회사법에 의해 제한하였던 적이 있다. 1993년 회사법 제12조 제1항

은 “회사는 다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며, 출자금

액을 한도로 투자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2항 회사가 다

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투자한 경우, 국무원이 규정하는 투자회사

와 지주회사 외에는 누적투자금액이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하여

                                       

84  상해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

则)> 10.1.4, (2014년 개정). 심천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深圳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10.1.4, (2014년 개정). 

85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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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되며, 투자 후 투자대상회사 이윤이 자본금으로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2005년 회사법 

개정 시에 삭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던 기간에는 지분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의 영향을 받았다. 

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비록 회사의 지분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은 삭제하였으나, 자금조달

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1996년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부문규

장인 <대출통칙(贷款通则)>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회사는 

합병 등과 같은 지분투자(股本权益性投资)의 누적금액이 순자산의 50%

이상인 자는 대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86 또한 해당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87 회사는 대출한 금액으

로 지분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금을 대가로 하는 

합병을 선택할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

므로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을 선택한 것이다. 

다. 유통주식 보유비율과 관련한 상장요건 

상장회사의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행정법규인 <주식발행과 거래관

리 잠정조례(股票发行与交易管理暂行条例)> 제8조 제5항은 “사회대중

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부분은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액의 25% 이상

이어야 하고, 그 중 회사 근로자가 인수한 주식총액은 사회대중을 대

상으로 발행한 주식총액의 10%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감위가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사회공중주식에 대한 발행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발

                                       

86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대외적 지분투자

의 누적금액이 순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7 2005년부터 사안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이 조건부 자금조달 승낙서를 제출하

고 감독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독기

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큰 국유기업이었다. 예컨

대, 中石油, 中石化, 中海油, 华能, 国航 등이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차적으

로 대출조건을 완화하고는 있으나 대출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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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예정주식총액의 1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

다가, 주식분치개혁 이전에 회사에서 유통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았

기에 교부금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중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합병은 대부분 주식을 대가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주식을 대가로 하므로 합병거래의 성사 여부는 주식시장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

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만, 주식시장이 하락세에 있는 경우에는 합

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상승세에 있는 경우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전환하여 존속회사의 주주로 남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

락세에 있는 경우 주주는 반대주주의 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회사는 자

금부담으로 인해 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합병 후 주식양도 제한 

합병이 이루어진 후,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

식에 대한 양도가 제한된다. 

상장회사 중대자산재편 관리방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정대상이 자

산을 대가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발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6개월간 주식양도가 제한된다.88 1)

특정대상이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자 또는 그 지배자가 

지배하는 관계자, 2)특정대상이 해당 주식의 인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3)특정대상이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

할 당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사용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해당 거래가 중대자산재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 기

                                       

88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과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비상장

공개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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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자와 지배자의 관계자 및 거래과정에서 이

러한 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양수 

받은 특정대상은 해당 거래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주

식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승낙하여야 한다. 인수자 및 그 

관계자 외의 특정대상은 자산으로 취득한 상장회사의 주식은 주식발

행완료일로부터 24개월간 양도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관리방법> 제7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인수와 관련하

여,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은 인수가 완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양도할 수 없지만, 인수자가 해당 주식을 동일한 

실질적 지배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

외하고 있다. 

4.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 보호의 차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의 탈퇴권 적용에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반대주주의 탈퇴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루어진 초기의 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만 탈퇴권을 부

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각 합병당사회사의 반대주주 모두에게 이

러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제도의 형태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즉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현금선택권에 의한 탈퇴를 보장하였

고, 존속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현금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탈퇴를 보장하고 있다.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탈퇴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제3장 제3절에서 자세히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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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병과정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우선 사전적으로 합병

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합병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비율의 산정, 주식매수청구권의 결정, 주주총회결의의 승인 

등에서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

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합병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에서 합병

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와 사법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검토한다. 

제1절 주주총회결의 

I. 문제의 제기 

1.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주식회사는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만 그 권한배분에 자연법적인 원

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천원리로 적용하여 점차적으로 주주총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의 기능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이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가 가능한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는 변화가 없다.89 

가. 주주총회의 권한 

회사의 권한은 주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실현한다. 그러므로 주주총회는 회사

의 기관들 중에서도 기초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

                                       

89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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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0  중국 회사법 제99조와 제37조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에

서 회사의 주주총회는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과 같은 회사의 경영지침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있다. 

주주총회에 투자계획과 경영지침에 대한 결정권인 투자경영결정권

을 갖는다. 그 입법 취지는 투자계획과 경영지침은 회사의 경영방향

과 자금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실행 가능성 여부와 회사 

및 주주에게 영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 여부는 주주의 기대수익에 

영향 주고 회사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주주총

회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91 

그리고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 제99조와 

제37조는 ‘회사정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이라는 포괄적인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한 외의 다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 없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전제 하에 정관으로 필요한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2 그 외에,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을 규정할 때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

는 안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93 

표 1. 주주총회의 권한 

근거규정 권한 

                                       

90  刘俊海, 「 现代公司法 」 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584면,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305면. 

9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编,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释义

(2005年版)」， 法律出版社, 2005, 146면. 

92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编,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释义

(2005年版)」， 法律出版社, 2005, 147면. 

93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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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권한 

회사법 

99 조, 

37 조 

1 항 

1) 회사의 경영지침(经营方针)과 투자계획(投资计

划) 결정, 

2) 근로자대표가 아닌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임권

과 해임권 및 보수결정권, 

3) 이사회 보고서에 대한 심사승인, 

4) 감사회 또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승인, 

5) 연간재무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승인, 

6)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손해보전안에 대한 심사

승인, 

7)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 

8) 회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결의, 

9)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정관 또는 회사형태

의 변경에 대한 결의, 

10) 정관 변경, 

11) 회사 정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 

16 조 

2 항 

회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지배자를 위해 담보

를 제공하는 데 대한 결의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매입, 매각한 중대자산 또

는 담보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 (특별결의사항) 

142 조 

2 항 

주식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또는 자기회사 직원에게 장려

의 의미로 주식을 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인수할 

데 대한 결의 

148 조 

1 항의 

4 호∙5 호 

이사∙고급관리인원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고,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동일

한 종류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결의 

133 조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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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권한 

정관 

지침94 
43 조 

11) 회계사무소의 선임과 해임, 

15) 스톡옵션 발행 계획, 

16)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정관이 규정하

는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는 그 밖의 사항. 
 

나.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결정과 업무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해 책임

을 진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집행권을 갖는 동시에 회

사의 경영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법과 정관이 규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

라, 정관으로 이사회에 그 밖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표8을 보면, 이사회의 권한 중에는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안을 결

정하는 권리가 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경영지침과 투자계획을 결정

한 후, 이사회는 이에 근거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계획과 투자안

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95 

표 2. 이사회의 권한 

근거규정 권한 

                                       

94 상장회사정관지침(上市公司章程指引)을 말한다. 증감위에 의해 제정된 부문

규장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상장회사의 정관 작성과 수정을 규범한다. 

9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编,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释义

(2005年版)」, 法律出版社, 2005,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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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권한 

회사법 

108 조 

4 항, 

46 조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업무보고, 

2)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3) 회사의 경영계획(经营计划)과 투자안(投资方案)

을 결정, 

4) 연간재무예산안과 결산안의 작성, 

5) 이익배당안과 손해보전안의 작성, 

6)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및 채권발행안의 작

성, 

7)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정관 또는 회사형태 변

경안의 작성, 

8) 내부 관리기관 설립을 결정, 

9) 경리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를 결정하고 경리 후

보자중에서 부경리, 재무담당자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를 결정, 

10) 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제도를 작성, 

11) 회사 정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 

정관 

지침 
107 조 

7) 중대한 인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방안을 작

성, 

8) 주주총회가 수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외투

자, 자산의 인수와 매각, 자산저당, 대외담보사항, 

위탁재산관리, 이해관계자거래 등의 사항을 결정, 

10) 이사회 비서의 선임과 해임, 회사의 부경리, 재

무책임자 등 고급관리인원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와 

상벌을 결정, 

12)정관 변경안의 작성, 

13) 회사의 정보공개사항을 관리, 

14)회계사무소의 선임 또는 교체를 주주총회에 제

안, 

15)경리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리의 업무를 검사, 

16)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정관이 규정하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그 밖의 사항. 

 

다. 권한배분의 특징과 충돌 

(1) 특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회사법은 경영권을 이사회에 독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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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회사법과 정관에 따라 행사

하는 결정권 이외의 권리를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정관지침을 보면 일부 

주주총회의 권리는 이사회에 권리를 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 회사법 및 관련 규정들은 여전히 주주총회 중심의 태

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6 이와 같은 태도는 1993년 회사법 

제정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의 회사제도는 국유기업의 개혁

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법상의 조항들도 대부분 국유

기업 개혁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규정되고 있

었다. 주주총회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국유

기업을 고려한 것이다. 국유기업의 주주는 국가이고 관련 기관이 주

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므로 국유자산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주주총회 중심주의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특히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권리의 상당부분을 주주

총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2) 충돌 

1) 정관에 의한 권한 배분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96 반대로, 중국의 지배구조가 ‘주주총회 중심주의’가 아닌 ‘이사회 중심주의’이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周友苏, 「 上市公司法律规制论 」 , 商务印书馆, 

2006,39-40면). 이 견해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밖의 회사경영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가 행사하므로 이사회가 갖는 권한을 법적 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제

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회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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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관으로 각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회사정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97

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합리적인 배분

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상의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상장회사정관지침> 제40조의 주석부분에서는 해

당 조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권한은 수권하는 형태로 이사회 또는 다

른 기관과 개인이 대신하여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정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회사법상 주주총회가 행사하여야 하는 권한을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에게 행사하게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경우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주식회사는 중소주주와 사회공공이익의 문

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 경영진의 권리남용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상의 권한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98 

2)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번복 

그 외에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가능하다는 견해는99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결정

기관이고 이사회 구성원은 주주가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가

능하지 않다는 견해는100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와 입법자가 부여

한 것이고, 주주총회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고 하

여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가 일일이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97 중국 회사법 제37조 제1항 제11호, 제46조 제1항 제11호. 

98 张海棠, 「公司法适用与审判实务」第二版, 中国法制出版社, 2012, 240면. 

99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585-586면. 

100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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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101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내린 결정은 제3자의 이익과도 

관계되므로 주주총회가 함부로 이사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주주총회가 번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현행 회사법상 각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예컨대, 회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46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주주총회는 회사의 경영지침(经营方针)과 투자계획(投

资计划)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계획(经营计

划)과 투자안(投资方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지침과 경영계획 또는 투자계획과 투자안이라는 유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사회가 갖는 권한 지침에 부속된 

계획, 계획에 부속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권한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사회결의가 주주총회의 경영지침과 

투자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면 번복이 어렵겠지만, 반대로 이사

회결의가 주주총회의 경영지침과 투자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면 충

분히 번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합병에서 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합병 등 근본적인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서 각국의 입법

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이른바 약

식합병(short-form merger)의 인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근거들이 제기

되고 있다. 1)합병은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관계를 변경시키므로 당연

                                       

101 周友苏, 「上市公司法律规制论」, 商务印书馆, 20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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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소위 기득권론(vested right 

doctrine) 또는 2)해산회사에서는 회사가 소멸하면서 그 주주들이 

기존의 법률관계를 상실하여 존속회사의 주주로 되고, 존속회사에서

는 원칙적으로 자본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3)

합병계약이 당사회사의 근원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4)

주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의사결정이라거나, 5)회사

법상의 조직행위인 동시에 채권계약이기 때문이라고도 설명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궁극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라는 

전제하에 주주의 기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서

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주주에게 주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자치적 공정성 확보수단으로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핵심적인 역할

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102 

그러나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재편의 어려움과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아무런 변경 

사실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결의

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나. 주주총회결의의 요건의 배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론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주총회결의 요건의 배제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첫째는 거래규모설인데, 거래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이다. 개별주주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집 및 의결권 행사에 따른 

비용이 그로 인한 효익보다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오히려 주주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큰 규

모의 거래인 경우에는 좋은 결정에 따른 효익도 커지므로 적극적으로 

                                       

102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2014,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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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고 결의의 품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103 둘째는 투자결정설인데,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인

지 사업결정(business decision)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이다. 사

업결정은 특정기업에 특유하거나 신속함을 요구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주주가 판단하기 부적절하지만, 투자결정

은 주식투자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므로 주주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

는 것이다.104 셋째는 최종구간설인데, 최종구간(final period)에서의 

이사와 주주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사들이 자신

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 관여가 필요하고, 합병 등 회사의 근본적인 변동이 여기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인수의 목적이 되는 대상회사의 이사들은 이른 바 최종

구간 또는 최후게임에 처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충실할 인센티브를 상

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수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될 유

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회사의 이사도 해당 거래로 인해 인수

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뀐다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소홀히 할 위험성

이 있다는 것이다.105  

이와 같이, 이익충돌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의 차이는 결과적

으로 주주총회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결정하게 된

다. 예컨대 주주와 경영진간의 이익충돌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배주주

와 소수주주의 이익충돌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의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약식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3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상사법연구」제3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 156면. 

104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상사법연구」제3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 157면. 

105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상사법연구」제3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 157면. 



 

 64 

중국은 아직 약식합병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합병

은 반드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아래에는 중국에서의 합병 

시 주주총회 결의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 보기로 한다. 

 

II.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1. 주주총회의 소집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 앞서 이러한 구조재편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주주와 채권자 등에 공고하여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정보

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의 허위 또는 부실자료의 작성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시키게 기능할 수도 있다.106 만

약 사전적 정보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이루어지더라

도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이었다면 합병승인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은 반드시 소집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결의사항을 20

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15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30일 이전에 소집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결의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회사법 102조 1항). 또한, 주주총회는 위 통지에 기재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 상장회사의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해서는 <

상장회사정관지침> 제55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데, ①회의의 일자, 장소, 기한, ②회의에서 결의할 사항, ③명확한 

문자로 설명, ④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출석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주주의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

                                       

10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2014,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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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된다는 점, ⑤주주총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는 주주의 주권등기

일자, ⑥의결권대리위탁서의 송달시간과 장소, ⑦회의업무 담당자의 

성함과 전화번호 등이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

초이므로, 통지내용에 관한 정관지침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주총

회 소집통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할 수록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 이전에 주요하게 공시되는 서류로는 ①거래

보고서, ②가치평가기관,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③독립

이사의 독립의견, ④주주총회 회의자료 등이 있다. 

(1)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이사회는 합병안을 작성한 이후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주

주에게 발송하면서 해당 합병안도 동시에 송부한다. 주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2) 정보공개의무 

중대자산재편107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는데, 주주총회 소집 이전에 아래의 내용들이 공시된다. 

a. 상장회사의 경우108 

구조재편계획안과 구조재편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구조재편계

획안을 공시한 이후 구조재편계획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다시 구조재

                                       

107  ‘중대자산재편’이란 상장회사 및 해당 상장회사가 지배주식을 보유(控股) 

또는 장악(控制)하고 있는 회사가 일상적인 경영활동 외에 자산을 매입∙매

각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자산거래가 일정한 비율에 달하여, 상

장회사의 주요한 업무∙자산∙수입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자산거래행위

를 말한다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2조 제2항). 

108<증권공개발행회사의 정보공시내용과 서식준칙 제26호-상장회사중대자산재

편(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6号——上市公司重大资产

重组)(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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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보고서를 공시한다. 기재의 요구사항은 유사하고 구조재편보고서가 

좀 더 구체적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중대한 

사항과 위험 제시, ②거래의 배경과 목적, ③거래의 구체적인 방안, 

④상장회사의 기본사항, ⑤거래상대방의 기본사항, ⑥거래목적물의 

기본사항, ⑦비현금지급방식 관련 사항, ⑧해당 거래가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⑨해당 거래가 관련된 심사비준사항, ⑩거래에 존재하

는 불확정요소, ⑪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 

⑫거래와 관련된 주체의 상장회사 매매 현황, ⑬관련 증권기관의 의

견 등이다. 

b. 비상장회사의 경우109 

비상장회사 역시 구조재편계획안과 구조재편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 데, ①회사의 기본사항, 거래상대방의 기본사항, ②거래의 회사

에 대한 영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③거래와 관련한 심사비준

사항, ④독립적인 재무, 법률, 회계 등 기구의 의견서, ⑤불확정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제시 등과 같은 기재사항을 요구한다. 기재사항의 

요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2.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1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

다. (회사법 제103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누는데, 보통결의는 출

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

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요한다.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6조는 보통결의사

                                       

109  비상장회사공개회사의 정보공시내용과 서식준칙 제6호-중대자산재편보고

서(非上市公众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6号—重大资产重组报告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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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보고, ②이사회가 작성한 이익배당안과 손해보전안, ③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의 선임과 해임 및 그 보수와 지급방법, ④회사의 연간 

예산안과 결산안, ⑤회사의 연간보고서, ⑥법률, 행정법규 또는 본 정

관이 특별결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사항이다.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래

와 같다. ①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②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회

사형태의 변경, ③정관 변경, (제103조 제2항) ④상장회사가 1년 이

내에 매입, 매각한 중대자산 또는 담보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30%

를 초과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7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스톡

옵션의 발행, ⑥법률, 행정법규 또는 본 정관이 규정하는 것 및 주주

총회 보통결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는 다른 사항이다. 또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보통주 주

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외에, 출석한 우선주 주주 의

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도 요한다.  

가. 의사정족수 

위의 결의요건을 보면 중국 회사법은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결의가 이루어진다. 주

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일정한 비율에 달하

지 않을 경우, 통과한 결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 국가들은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의

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주식을 10%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주는 주주총

회를 합법적으로 조종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가 일부 대주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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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중소주주들의 이익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으로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110 정관과 회사법이 법적 효

력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장

회사정관지침>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 규정에도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정관지침 제75조). 이러한 이유에서 실

제로도 정관으로 의사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01.8.6. 발표한 <주식회사 주주총회결

의 유효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보

유량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주총회를 소집하

고 결의를 하는 것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정관에 의한 결의요건 강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력발생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관에서 그 규정을 완화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건을 강

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111 ①가능

하다는 견해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력발생 요건은 과반수 이

상 또는 3분의2 이상인데, 여기서의 ‘이상’은 상한 규정은 없는 것이

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는, 정관으로 회사

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모두 소수

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다수 주주의 불공평성뿐만 

아니라, 주식평등과 지분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 외에 주

주총회가 결의를 이루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

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정관으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효력발생 

                                       

110 王保树∙崔勤之, 「中国公司法」, 中国工人出版社, 1995, 201면. 

111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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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3. 결의의 방식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

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주주는 직접 출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사할 수도 있

다.112 그 외에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도 가능하다. 다만, 동일

한 의결권을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먼저 행사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113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결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 등으

로 이사회, 독립이사 및 적합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114 또한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중소투자자의 합

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에 관한 의견’115에서는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①의결권 전자투표의 전면적 시행 ②주주총회결의가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중소투자자 의

결권의 단독계산 및 증권감독관리기관 제출 등을 제안하였다.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미리 주주에게 통지되며, 합병

과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아래의 표에 열거된 것과 같은 사항들에 대

해서 찬반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표 3.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사항 예시116 

연번 결의사항 

1 당사회사들간 합병의 법률, 법규 요구 부합 여부와 관련한 

                                       

112 상장회사정관지침 제59조 제2항. 

113 상장회사정관지침 제85조. 

114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8조 제4항, 상장회사지배준칙 제10조. 

115 2013.12.25. 국무원판공청(집무실)의 자본시장에서 중소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보호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것에 관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进

一步加强资本市场中小投资者合法权益保护工作的意见)  

116 宝山钢铁주식회사의 2016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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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1 당사회사들의 합병안에 대한 의안(결의할 사항, 议案) 

2-2 합병의 주체 

2-3 합병의 방식 

2-4 주식전환의 대상 

2-5 주식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 

2-6 전환비율(换股比例)과 전환가격(换股价格) 

2-7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수단 

2-8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수단 

2-9 근로자 배정 

2-10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상장계획 

2-11 유보이익에 대한 배정 

2-12 위약책임 

2-13 주식전환 흡수합병계약 

2-14 결의의 유효기간 

3 조건부 계약에 관한 의안 

4 관련 거래와 관한 의안 

5 관련 거래 보고서에 관한 의안 

6 합병과 관련한 중개기구 선정과 관련한 의안 

7 
해당 합병을 통한 주식발행으로 발생한 주당이익감소에 대한 

보상조치 

 

4. 합병 승인 요건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중국 회사법은 회사의 모든 합병∙분할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다.117 

국유독자회사(국가가 100%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117 회사법 제43조 제2항, 제1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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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 대신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유자

산감독관리기구(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가 결정한다. 118  또한 중요한 

합병에 대해서는 해당 기구의 심사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정

부(本级政府)119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120 

합병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중국 회사법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

의 2를 특별결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121  한국보다는 완화된 요

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에 별도로 

출석주주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합병∙분할 관련 결의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에서도 주주총회결의 요건을 다투는 사례는 별로 없다. 

다만, 종류의결과 유통주식 비율에 대한 상장요건 제한이 있으므로
122 유통주 주주가 합병결의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

택권을 행사하여 회사에서 퇴출함으로써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는 있

다. 주식분치개혁(股权分置改革)를 아직 끝내지 못한 회사들은 유통주

주와 비유통주주의 의결사항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123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보다 

약화할 수는 없지만, 강화하는 것 조차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18 회사법 제66조. 

119 상급정부(本级政府)라고 함은 해당 기구가 소속되어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유사한 표현으로 동급정부(同级政府)있는 데, 동급정부는 해당 기구와 같은 

급의 정부를 말한다. 

120 회사법 제66조. 

121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를 특별결의 요건으로 

한다. 

122 <주식의 발행과 거래 관리 일시적 시행조례(股票发行与交易管理暂行条例)> 

제8조 제1항 제5호, “사회대중을 상대로 발행하는 부분이 회사 자본총액의 

25% 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중 근로자가 인수한 주식금액은 사회대중에

게 발행하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자본총액

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증감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대중을 상대로 

발행하는 부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총액의 10%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 정관지침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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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회사는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고, 정관에 강

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124 

나.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중국의 회사법 및 증권 관련 법률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해당 주주 및 그 대리인은 보유주식이 

갖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25 다만, 상장

회사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유한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배제가 적용된다(회사법 제16조 제3항). 

여기서 이해관계는 지배주주, 실제 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

원과 그들126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과의 관계 및 회

사이익의 이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른 관계를 말한다. 다만, 국

가가 지배주식을 갖는 기업간에는 오로지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유만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법 제216조 제1항 

제4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주

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014.10.20. 개정 <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9조는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는 이해관계자간

                                       

124 중국 상장회사 정보공시 사이트인 CNINFO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합병

사례 회사들을 대상으로 정관을 열람해 본 결과 결의요건을 강화한 정관은 

없었다 (방문일자 2017.7.1.). 

125 증권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상장회사정관지침 제79

조,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 44조,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22조,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 51조 등. 

126 여기서, 지배주주는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소유주식은 50% 

미만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으로 주주총회결의에서 충분히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말하고(216조 1항 2호), 실제 지배자는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협의 또는 기타 배정을 통하여 실질적으

로 회사의 행위를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216조 1항 3호),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담당자, 상장회사의 이사회비서와 회사정관이 규

정한 기타 인원을 말한다(216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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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

유하고 있는 의결권 주식은 유효한 의결권 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개정한 <상장회사주주총회규칙> 제31조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 공지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22조, <상장회사인수관

리방법> 제51조, <파산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장회사중대자산

재편 시의 주식발행 가격결정과 관련한 보충규정>에서도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TCL集团의 TCL通讯에 대한 흡수합병 사례를 보면, TCL集团은 이

해관계자이므로 합병 관련 주주총회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TCL通

讯의 유통주 주주들만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다.127 다른 

이해관계자간의 합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의 의결

권이 배제된 사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의사정족수에 대한 제한도 없

으므로, 출석한 주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소수주주들을 지배

하는 것을 통하여 여전히 합병결의에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종류주주 등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 

1.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중국 회사법은 종류주주총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

었으므로, 종류주주총회와 유사한 종류의결권제도를 적용하여 종류주

주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27  中国证监会, 「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 , 中国经济出版社, 2009,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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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주식 개념과 종류 

1) 개념 

중국 회사법상 인정되는 종류주식에는 권리내용의 차이에 따른 종

류주식 외에, 거래의 대상과 사용되는 화폐의 차이에 따른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 여부에 따른 종류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회사법은 ‘종류주식’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니고, 제131조에서 “국무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해당 법률이 규

정하는 것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둘 수 있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128 외의 다른 주

식도 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상장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비율을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중국의 상장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비율129 

(2017.8. 기준) 

                                       

128 회사법 제126조, “주식의 발행은 공평∙공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동일한 종

류의 주식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발행시기가 같은 동일한 종류의 

주식은 발행조건과 가격이 같아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모두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29 상해증권거래소통계월보(上证统计月报), 2017년 8월호 17면. 

http://www.sse.com.cn/aboutus/publication/monthly/documents/c/4386313.p

df (방문일자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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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중국에서의 종류주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한국 상법상 인정되

는 종류주식과 가장 유사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분에 대해서 보고, 

다음으로 주식의 유통 가능 여부에 따른 유통주와 비유통주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중국 특유의 종류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대

상과 사용되는 화폐의 차이에 따른 A주식∙B주식∙H주식 등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가) 보통주와 우선주 

중국에서는 “우선주란 회사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통 종류의 주식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그 주식보유자는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이익배당과 잔

여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회사의 경영결정 등에 참여하는 권

리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130고 우선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투자자에 따라서 발행 가능한 우선주의 종류를 달리 하

고 있다.131 

                                       

130 국무원의 우선주 시범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开展优先股试点的指导意见) 

131 상장회사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지만,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자본감독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

환 가능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우선주관리방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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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우선주가 도입된 것은 1993년이었으나 활성화

되지 않았고 2006년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우선주마저도 보통주로 전

환함으로써 우선주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132 그리고 2013.11.30. 국

무원이 <우선주 시범 전개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国务院关于开展

优先股试点的指导意见)>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2014.3.21. 증감위가 

<우선주 시범 관리방법(优先股试点管理办法)>을 제정하여 발표하면

서 다시 우선주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농업은행을 시작으로 2017

년 9월 현재까지 총 19개의 상장회사가 24건의 우선주를 발행하였

다.133  그리고 현재 발행된 우선주들은 전부 비공개발행주식이다. 또

한 거의 대부분 상업은행이 발행한 우선주이다.134 

나) 유통주와 비유통주 

중국에서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는 지를 기준으로 

유통주와 비유통주135로 구분하고 있다. 유통주란 주식이 증권거래소

에 상장하여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는데, 주로 사회대중을 상대로 발

행되는 주식이므로 사회공중주식(社会公众股)이라고도 부른다. 비유통

주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는 주식을 말한다. 비유통

주에는 상장거래가 금지되는 국가주식(国家股) 136 , 법인주식(法人

                                       

132  杭州天目山药业股份有限公司(600671)는 자본금총액(股本总额)이적은 편이

었다. 그리하여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1993.6.에 1890만 주(전체 股

本의 21.16%)의 국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하여 그 해 8월에 상해증권거래

소에 상장하였다. 그 후 2006년에 주식개혁을 하면서 우선주를 전부 보통

주로 전환하였고 중국 상장회사에서 우선주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133 2017.9.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의 공시(2017.7.1. 방문), 비공개

회사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는 제외된 수치. 

134 그 이유는 금융회사의 우선주 발행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회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 가능

한 우선주의 권리 설정에 대한 제한도 달리하고 있다(우선주 관리방법 제

65조 등 참조). 

135  비록 상장하여 거래될 수는 없지만, 전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

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250면). 

136 국가주식이란 국가가 주주로써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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股)137과 상장거래가 제한되는 회사내부주식(公司内部股)138이 있다.  

                                       

137 법인주식이란 법인이 주주로써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법

인주식은 국유법인주식(国有法人股)과 일반법인주식(普通法人股)으로 나눈

다. 그리고 위에서 본 국가주식과 국유법인주식을 통칭하여 국유주식(国有

股)이라고 한다. 양자의 차이는, 국가주식은 국가를 대표하여 투자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구 또는 부문이 주식회사에 출자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써 주식회사의 주주권 등기상 해당 기구 또는 부문이 

보유하는 지분으로 명칭이 기재된 주식을 말하고, 국유법인주식은 법인자격

을 갖는 국유기업, 사업 및 기타 단위(单位)가 그가 법에 따라 소유하는 법

인자산으로 자신과 별도로 독립된 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또는 법정 절차

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써 주식회사 주주권 등기상 해당 국유기업 또는 

사업 및 기타 단위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명칭이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일

반법인주식은 기업법인주식(企业法人股)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기업주식

(企业股)과 지정모집법인주식(定向募集法人股)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기업주

식이란 일부 국유기업이 주식개혁을 하면서 자체 누적기금과 근로자기금 

등을 기업주식으로 하였다. 하지만 다수자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해당 자산

은 국유주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주식을 일반법인주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정모집법인주식이란 회사법 제정 이전에 주식개혁을 

하면서 일부 국유기업이 취하던 형태로, 기업의 근로자와 일정한 범위 내의 

기업법인을 상대로 발행한 주식이다. 1993년 회사법 제정 이후, 모집회사는 

상장회사로 되었으나 기존에 기업법인을 상대로 발행한 주식은 여전히 유

통 불가능한 주식으로 확정하였다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

律出版社, 2015, 250-251면). 

138 회사내부주식이란 회사내부의 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발기인주식(发起人股), 회사담당자주식(公司负责人

股), 내부근로자주식(内部职工股)이 있다. ①발기인주식은 발기인이 보유하

는 회사 주식을 말하는데, 회사법 제129조 제2항은 발기인이 보유하는 회

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기인에 대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주식이어야 하

고 반드시 발기인의 명칭 또는 성함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사

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제142조는 “발기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은, 회사설립

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②회사담당자주

식은 회사의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회

사법 제141조 제2항은 “회사의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은 회사주식에 대한 

보유 및 변동상황을 회사에 신고(申报)하여야 하며, 임기 내에 매년 양도하

는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의 25%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유하

고 있는 회사주식을 상장거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한 이직한 후 6개월 이내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보유한 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것

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③내부근로자주식은 지정모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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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 구분은 중국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것

인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공유화 경제체제의 주체적 지

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대량의 국유기업이 개혁하여 상장하

면서, 1주당 국유순자산은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대량의 자금을 조

달하였는데, 매도한 부분은 유통주식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유

통주식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국유주식의 지배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유통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상으로 통제되었고 비유

통주식은 상장하여 거래할 수 없었으므로 공유화 경제의 주체적 지위

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주식개혁을 완료한 이후의 과도단계에서는 대부분 유통주식

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양도제한 유통주식(限售流通

股)’139이었다. 양도제한 유통주식도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비유

통주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 이르러서 비유통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定向募集公司)의 내부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말하는데, 주권

은 부기형식의 주권증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회사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의 법인과 회사의 내

부근로자를 상대로 주식을 모집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였다. 비록 회

사법 제정 이후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고, 국무원도 해

당 주식에 대한 심사비준과 발행을 정지하였으나 기존에 설립된 회사가 아

직까지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근로주식의 경우 실제로는 내부근로자 외에 회사 외

부의 일부 개인주주에게도 발행되었다.  

139 일정 기간의 양도거래제한을 둔 주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양도거래가 제

한되는 주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상장회사의 발기인∙이사∙감사∙고급

관리인원이 보유한 해당 회사 주식과 및 상장회사가 주식을 공개발행하기 

이전에 발행한 주식, 2. 기관배정발행주식,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는 경우에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은 일정한 기간(3개월)이 

지나서야 상장하여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3. 주식개혁이전의 비유통

주식, 주식개혁을 거쳐, 유통주로 전환되는 비유통주의 경우에는 최소 12개

월의 제한기간이 있다 (2005.9.4. 증감위 <상장회사주식분치관리방법(上市

公司股权分置管理办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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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게 되었다.140 그러나 유통성의 제한이 제거되었지만 주식의 보

유주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종류주주간의 이해충돌이 현

재는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을 

뿐이다. 2009년 이전까지는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당시

의 합병거래에서는 종류주주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

생하였다. 

다) A주식, B주식, H주식 등 

주식 거래의 대상과 사용되는 화폐의 차이에 따라, A주식∙B주식∙H

주식 등으로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국무원은 1994.8.4. <주식회사가 국외

에서 주식을 모집하고 상장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关于股份有限公

司境外募集股份及上市的特别规定)>과 1995.12.25. <(주식회사의 국내

상장 외국자본주식에 관한 규정(关于股份有限公司境内上市外资股的规

定)> 두 개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4.9.29. 기존 국무

원증권위원회와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국외에서 상장

하는 상장회사 정관의 필수조항(到境外上市公司章程必备条款)>을 제

정하였고, 제85조에서 “만약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상장한 증권거래

소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정관에 다른 

종류 주식의 주주 외에, 내국자본주식 주주와 외국자본주식 주주를 

다른 종류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a. A주식  

A주식이란 중국 내의 투자자(境内投资者)와 요건에 부합되는 중국 

외의 기관투자자(合格境外机构投资者) 및 외국전략투자자(外国战略投

                                       

140 1999년-2016년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각 통계연감 제18부분 금융

업 관련 내용의 주식거래현황(股票交易情况) 부분에 나와있는 발행주식 총

수와 유통주식 총수에 근거한 수치 (http://www.stats.gov.cn/tjsj/ndsj/, 

17.12.1.방문). 

http://www.stats.gov.cn/tjsj/ndsj/,%2017.12.1
http://www.stats.gov.cn/tjsj/ndsj/,%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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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者)를 상대로 발행하는 위안화로 가치가 표시된 주식을 말한다. A

주식은 ‘사회공중주식(社会公众股)’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주식과 상

대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A주식은 장기간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행되는 주식이었으나, 

2002.11.5. 증감위와 인민은행이 <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

管理暂行办法>을, 2005.12.31. 상무부, 증감위, 국가세무총국, 국가공

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

理办法>을 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일부 외국의 기관투자자와 전략투

자자도 중국 국내에서 A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b. B주식 (境内上市外资股) 

B주식이란 국내외투자자(境内外投资者)를 상대로 발행하는 위안화

로 가치가 표시되고 외화로 거래하는 주식을 말한다. B주식의 규범적

인 명칭은 국내상장 외국자본주식(境内上市外资股)’이고, 흔히 ‘위안

화 특별주식(人民币特种股票)’ 이라고 한다. 

B주식은 기명주식의 형태를 취한다. 2001.2.21. 증감위와 국가외

환관리국이 발표한 <关于境内居民个人投资境内上市外资股若干问题的

通知>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외국과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자연

인∙법인∙기타 조직, 및 국외에 거주중인 중국 공민(국민)과 증감위가 

규정하는 기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국내거주자 

개인이 국내 상업은행의 현금외화예금(现汇存款)과 외화현금예금(外

币现钞存款) 및 국외에서 입금된 외화자금으로 B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c. H주식 등 (境外上市外资股) 

규범적인 명칭은 ‘국외상장 외국자본주식(境外上市外资股)’인데, 

국내 기업이 국외 투자자를 모집하여 국외에서 상장하는 주식을 말한

다.141 주식이 상장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영문명칭 첫 자모를 따

                                       

141 중국 증권법 제238조, “국내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증권을 국외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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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주식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H주식(HongKong)∙N주식

(NewYork)∙S주식(Singapore)∙L주식(London) 등으로 구분한다. 그

러나 해당 주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H주식이었으므

로, 편의를 위하여 증감위는 H주식으로 통칭하고 있다. H주식도 B주

식과 마찬가지로 위안화로 가치를 표시하고 외화로 거래하며 기명주

식의 형태를 취한다. 

(2) 중국식 종류주주총회 

중국 회사법은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경제체제개혁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중국 특유의 주권분치(주주권구분, 股权分置)가 이루어

졌고142 다른 종류의 주주들이 존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므로, 

실제에서는 행정법규(行政法规)나 부문규장(部门规定)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류주주총회의 의결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다만, 중국

에서 이른 바 ‘사회공중주주의결제도(社会公众股股东表决制度)’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소집절차 등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류주주

총회와는 일정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리기구로부터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142 주권분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80년대에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도 개혁(国有企业股份制改革)을 진행하

였는데, 주식제도는 사적소유와 직결된다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었

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견지(견결히 유지, 坚持)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주식 전체를 유통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곧 국가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주의 성질

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5%만 유통하는 것으로 

상장회사로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유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는 그대로 두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와 같은 분치(分置)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주식제도가 곧 사적 소유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주식분치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분치현상을 해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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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중주주의결제도’의 개념 

사회공중주주의결제도란 사회공중주주의 권리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회공중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143 ‘사회공중주주(社会公众股东)’ 또는 ‘사회공중

주식(社会公众股)’은 관련 법률이나 부문규장에서 명확한 정의를 두

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규정의 조항내용으로 보았을 때 유통주식

을 보유한 주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외

에 상해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에서 사회공중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

면서 용어에 대한 해석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사회공중

주주란 유통주식과 일치되는 개념임을 유추할 수 있다.144 

2) 연혁 

가) 초기단계 

위에서 본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주식유한회사규범의견(股份

有限公司规范意见)> 제39조는 “회사의 지분보유자는 회사의 주주이

다. 주주는 그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지분금액에 따라 권리를 행사

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보통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

에게 위탁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개의 

주식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143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사회공중주 주주의 권리이익보호를 위한 

몇 가지 규정(关于加强社会公众股股东权益保护的若干规定)>에 대한 통지 

(证监发[2004]118号) 제1조. 

144 2014년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제18장 18.1(11)에 따르면, “주식

의 구성이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회공중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연속 거래일 20일간 회사 자본총액의 25% 이하이고, 자본총액이 4억 위안

인 회사는 회사 자본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상술하는 사회공중

주주(社会公众股股东)란 아래의 주주를 제외한 상장회사의 기타 주주를 말

한다. 1. 상장회사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의 공동

보유자(一致行动人), 2. 상장회사의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관계자

(关联人). 이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의 거래가 제한되는 대상

들이므로, 비유통주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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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 연속 우선주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등을 갖는다”라고 규정

하였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주가 자신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우선주 주식배당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비록 진정한 의미의 종류주주의결제도(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아니지

만, 종류주식과 특별한 주주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내용과 이념은 

중국식 종류주주총회제도의 형성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나) 형성단계 

1993.6.19. 중국 국가증감위,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홍

콩특별행정구증감위, 홍콩연합거래소는 <中港监管合作谅解备忘录>를 

공동으로 체결하고 홍콩연합거래소는 그 상장규칙 중에 특별히 H주

식회사를 위한 특별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홍콩지역 내 상장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결의로 통과하면 되지만, H

주식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A

주식 주주와 H주식 주주는 각각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145국유기업의 홍콩지역상장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

는 H주식 주주와 A주식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해결하고 현지의 상장

규칙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문은 <到境外上市公司章程必备条款>

에서 종류의결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규정 제9장에서는 종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요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주식과 

H주식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상장한 회사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이었고, 

특별한 주식의 발행은 관련 행정부문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였으

므로, 중국대륙지역 내에 상장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A주식만을 발행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인한 의결제도는 실제에서

                                       

145 王宗正, “论类别股东大会”, 「求索」, 2002,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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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편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 또한 위의 <정관필수조항>규정에서 

강제적으로 내국자본주식과 외국자본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구

분하였으므로, 외국자본주식의 권리 변동에 영향 주는 상황은 ‘자본

금 증가’의 경우뿐이었다. 그리하여 종류의결권제도는 거래소 기준으

로 구분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다) 변형단계 

비유통주식과 유통주식은 유통성, 출자에 대한 권리의무와 지배권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주주간 이익의 분리, 

불균형, 심지어 대립을 초래하였다. 비유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

본다수결’을 남용하여 유통주식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두 종류

의 주주간 이익충돌 심화는 주식시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식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비

유통주식을 유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식개혁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과도단계에서의 이익충돌을 해결하

기 위하여 종류주주의결제도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2003년에 이른 바 ‘招商发债风波’, ‘银山化工事件’이 터지

면서, 종류주주의결제도(分类表决制度)를 적용할 데 대한 견해들이 많

이 제기되었다. 종류주주총회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주요하게 소수주

주의 지위를 제고하여 자본다수결 남용을 사전적으로 억제함과 도시

에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제고하여 경영진과 지

배주주 등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이었다. 그 외에 종류주주의 단

독의결권을 규정하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004.12.7. 증감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남용을 억제하고 투자자 

특히 사회대중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关于加强社会公众

股股东权益保护的若干规定>을 제정하고 주식개혁을 위한 종류주주의

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수의 사회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제도를 ‘사회공중주주

의결제도’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2005.9.4. 증감위가 <上市公司股权分置改革管理办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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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는 반드시 참석한 주주의 3분

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참석한 유통주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개혁이라는 과도단계에

서의 종류주주 의결제도가 완전히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3년 국무원이 <우선주시범시행 지점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开展优先股试点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2014년 증감위가 

<우선주시행지점관리방법(优先股试点管理办法)>을 발표하면서, 우선

주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우선주에 대한 종류의결제도의 적용도 명시

하였다.  

3) 통상적인 ‘종류주주총회제도’와의 차이점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공중주주의결제도는 일반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종류주주총회제도와는 유사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146  ① 소집절차에서,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

이 아니라, 한 차례의 회의와 의결로 투표수만 별개로 산정하여 결의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종류주주총회와는 구별된다. ② 적용대상에

서,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

는 제도이다.147  ③ 존속상태에서, 비유통주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제도이다.148  

주식 양분화라는 배경하에, 유통주와 비유통주 주주의 이익을 균형

화하는 동시에 유통주 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

정한 중국식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

에 종류주주총회의 기본적인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사

실상 종류주주총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46 刘俊海, “建立社会公众股股东单独表决制度的有关问题”, 「中国金融」, 2004, 

54면. 

147 <사회공중주주주권리보호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加强社会公众股股东权

益保护的若干规定)> 제6조. 

148 <사회공중주주주권리보호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加强社会公众股股东权

益保护的若干规定)>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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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를 중국식 종류주주총회로 보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결의요

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중국식 

종류주주총회제도에 대해서는 ‘종류주주총회’가 아닌 ‘종류주주의결

(类别表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종류주주의결 사안과 요건 

1) 유통주 주주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과 요건149 

가) 사안 

a. 상장회사가 사회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주의 추가 발행(국외상장 

외국자본주식 또는 다른 주식 성질을 갖는 권리증서를 포함), 전환사

채의 발행,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단, 실제지배권을 갖는 주주가 

회의 소집 이전에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 

b. 매입자산총액이 회계장부상 순자산가치초과액이 20%이상인 상

장회사의 중대자산 재편.  

c. 주주가 보유하는 상장회사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해당 주주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d. 상장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부속기업의 국외상장 

e. 상장회사의 발전과정에서 사회공중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련 사항. 

f. 주식분치개혁안(股权分置改革案) 

나) 요건 

유통주 주주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분치개혁을 제외

한 기타 사안은 종류주주의결의 요건을 법률과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

의 규정에 따라, 전체 주주총회 결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149 <사회공중주주주권리보호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加强社会公众股股东权

益保护的若干规定)> 제1조 제1항, <(상장회사주권분치개혁관리방법(上市公

司股权分置改革管理办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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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참여한 사회공중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하고 있다. 다만, 주식분치개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보통주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우선

주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우선주 주주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150 

가) 사안 

a. 우선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회사정관의 수정 

b. 한 차례 또는 누적하여 회사등록자본금의 10% 이상을 감소하는 

경우 

c.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d. 우선주의 발행 

e. 회사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나) 요건 

우선주 주주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류주주의 결의 요건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보통주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우선주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하고 있다. 

(4) 합병에 대한 종류주주의 의결권 행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회사에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합병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우선주 주주 의

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회사에 유통주가 발행되어 있다면, 합병이 매입자산총액

이 회계장부상 순자산가치초과액이 20%이상인 상장회사의 중대자산 

재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합병결의에 참석한 유통주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50  <우선주시범시행지점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优先股试点的指导意

见)> 제1조 제5항, <우선주시행지점관리방법(优先股试点管理办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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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류주주의결의 하자 

종류주주의 결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또는 법규에 의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류주주의결을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

요한 요건으로 보는 견해와151 별도의 소집절차가 아닌 주주총회 결

의요건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종

류주주의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다투어

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제도(中小投资者单独计票机制)  

2013년 국무원은 자본시장에서의 중소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

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제도’를 창설하였는데, 일정한 사항에 대

해서는 투자자를 구분하여152 의결권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시함과 

동시에 증권감독관리부문인 증감위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 배경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제도’를 자세히 보기에 앞서 그 제정 

배경부터 보기로 한다. 사회공중주 주식 의결제도(종류의결제도)는 

시행된 이후에 소수주주 보호의 효과보다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①유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0대 개인주주가 모두 상장회

사의 경영진 또는 그 친척과 친구이므로 여전히 결의 결과를 쉽게 조

종할 수 있었다.153 ②유통주에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

                                       

151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306면. 

152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주 인터넷투표 시행세칙(上海证券交易所上市公

司股东大会网络投票实施细则)(2015) 제32조 제2항,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

사 주주 인터넷투표 시행세칙(深圳证券交易所上市公司股东大会网络投票实

施细则)(2016) 제26조. 

153 비록 유통주와 비유통주의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2014.6.까지 

1대주주가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54.75%이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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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투자자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의 결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

다.  

그리하여 주식개혁이 거의 완료되고 비유통주가 전체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량으로 감소된 2013년 국무원은 <关于进一

步加强资本市场中小投资者合法权益保护工作的意见(国办发[2013]110

号)>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한 새

로운 형태의 제도인 의결권 단독산정제도를 제기한다. 

나.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 사안 

2013.12.27. 국무원은 <자본시장에서 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이

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资本市场中小投资

者合法权益保护工作的意见)>을 공포하였는데,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에 

대한 단독산정제도를 제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장회

사의 주주총회가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에 대

해 결의하는 경우에는 중소투자자가 행사한 의결권의 수를 단독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함과 동시에 증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2014.6.19. 상해증권거래소는 위의 의견에 따라, <关于对中

小投资者表决单独计票并披露的业务提醒>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배포

하였고, 154  이 규정에 따라 회사들은 <中小投资者单独计票管理规定>

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4년까지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에 대한 

단독 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1,662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64%이다.155 

                                       

식의 소유가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주주의 권리남용과 중소주주의 권

리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다. 

154 이 규정은 공포되지 않은 내부 규정으로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

에게 별도로 배포한 규정으로 보인다. 상해증권거래소 또는 다른 관련 사이

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이다.  

155  2015年全国证券期货监管工作会议在京召开, 

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xwdd/201501/t2015011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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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는 중소투자자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

∙감사∙고급관리인원과 단독 또는 합산하여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는 주주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156 또한, 단독 산정을 적용하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에 대해서 반드시 단독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의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회사의 이익배당안과 손해보전방안, ②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③근로자대표가 아닌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④고급관리

인원의 채용과 해고, ⑤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의 보수, ⑥이해관계자거

래(关联交易)사항, ⑦중대자산재편, ⑧회사의 분할, 합병, 해산과 청산, 

⑨정관 변경, ⑩스톡옵션 발행, ⑪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상해증권거

래소가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 밖

의 사항이다. 

다. 합병 관련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 

회사의 합병은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

러므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결과 공시내용에 주주총회 결의 시 

중소투자자가 행사한 의결권 산정결과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157 

증감위에도 제출하여야 한다.158 그리고 주주총회소집 통지 시에는 결

의사항 중 중소투자자 의결권 단독산정 사안을 명시하여야 한다.159 

                                       

266708.html (방문일자 2017.7.1.) 

156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주 인터넷투표 시행세칙(上海证券交易所上市公

司股东大会网络投票实施细则)(2015) 제32조 제2항,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

사 주주 인터넷투표 시행세칙(深圳证券交易所上市公司股东大会网络投票实

施细则)(2016) 제26조, 단독산정관리규정 제2조. 

157 출석한 중소투자자의 수와 찬반투표비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공

시하여야 한다. 

158 2013.12.27. 자본시장 중소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보호를 한층 더 강

화하기 위한 업무의견(关于进一步加强资本市场中小投资者合法权益保护工作

的意见), 제4조 제2항. 

159 주주총회소집 시 해당 내용의 명시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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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투자자의 반대가 주는 영향력 

그렇다면, 주주총회가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영향 주는 중대한 사항

을 결의하는 경우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산정하게 하고 있

는데,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산정결과가 그 외의 주주들과 달리 합병

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면 해당 결의사항은 가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앞에서 본 규정들은 이러한 경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는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소수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 보다는 해당 합병에 대

한 심사를 진행하는 증감위에 대한 참고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현재 개정 논의 중에 있는 증권법 개정안 초안2에 따르면, 절

차상 회사는 합병에 대한 증감위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어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증감위의 심사비준이 없이 주

주총회를 소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별

도로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을 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마. 중소투자자 단독의결(中小投资者单独表决) 

따라서 소수주주의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주주의 

단독의결권(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60 합병, 분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게 하는 제안은 소수주주에 대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만, 실제 합병사례(宝山钢铁合并案)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감독관리부문으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160 刘俊海, “建立社会公众股股东单独表决制度的有关问题”,「中国金融」, 2004,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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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투자자의 경우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주주가 대부분이고, 

해당 제도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시도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므로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회사의 합병, 분할 등에서 일부 소

수주주의 결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저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별도

로 종류주주 측면에서의 보호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반대 견

해도 있다.161 

IV. 개선방안 

현행 중국법상의 규정으로는 합병 시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해서 많

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①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결의의 필

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두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받

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엄격한 듯 보이는 합병결의요건은 사실상 

참여의결권수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의 번

거로움뿐이다. ③ 의결권 행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그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1. 주주총회결의의 탄력적 부과 필요성 

합병 등의 근본적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은 그 

비용과 시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주는 절차이다. 그리하여 주

주의 이익에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 일부 거래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

                                       

161 张炜达，“再论分类表决对中小股东利益的保护”，「中国证券期货」，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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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해당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하고 있다(한국 상법 527조의 2의 1항). 또한 대규모회사가 극

히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 자산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일정

한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이사

회의 결의로 대신하고 있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한국 상법 527조의 3). 

중국은 한국에서의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거래가 주주의 이익에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

구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자산양도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주주

총회 승인결의를 요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1년 이내에 중대자산을 매

입 또는 매각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

고(회사법 제121조, 제104조), 회사 정관으로 중대자산의 매입과 매

각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회사법 제104조). 

이와 같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시간적 부담을 부과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서는 주주총회 결의

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에 대

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는 예외를 두어, 주주총회에 의한 승

인을 탄력적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  

2. 주주총회 참여 의결권수에 대한 제한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결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여 소수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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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가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주 주주에 대해 추가적인 결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합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유통주식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유통주 주주에 

대한 종류의결요건은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일부 

주주들에 의해 주주총회가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한 비율에 이르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결의요건을 강화하여야만 비로소 다수주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주

주총회결의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1991년 한국에 도입된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바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회사의 요청 

시 예탁결제원이 실제 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일부 한계 기업들이 섀도우보팅을 경영부실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일부 대주주들이 기업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전

체 주주의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5년1월1일 폐지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2014년 12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현재는 폐지를 앞두고 해당 제도의 폐지로 인한 부

작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하는 상법개정안

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장회사는 집중된 주식보유구조하에서는 이러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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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법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조금 완화한다거나 최소한 정관

에 의해서라도 그러한 규정을 두게 강제하는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주주총회결의의 실효성 보장 

회사법상 합병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한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높지 않고 불공정한 합병을 막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는 주

주총회결의에 대한 전자투표방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

나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수에 대한 제한

도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에서 합병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도,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고 본다. 그러므로, 전자투표방식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 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의 의한 의결권 대리행

사와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소수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이 주주총

회 결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투자자서비

스센터가 공익성을 가진 제3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대리

행사권유로 인한 회사 내부의 권리다툼으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우려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의결권 단독산정제도에 실질적인 영향력 부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단독산정제도는 부문규장

이 정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 

및 단독 또는 합산하여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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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중소투자자의 의결권에 대해 단독으로 산정(셈)할 것을 요구하

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시와 더불어 

증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유통주 등의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

는 사실상 주주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

은 부여되지 않은 채 의사표시만을 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다. 이는 

전자투표제도의 전면적인 시행 등을 비롯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들의 참여가 

소극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단독산정제도가 좀 더 실질적인 기

능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합병에 반대하는 중소투자자의 

의결권 비중이 전체 중소투자자 의결권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구체적인 반대사항(표3을 보면, 합병방식, 합병비율, 당사회사별 반대

주주에 대한 보호수단 등으로 합병 관련 결의사항을 세분화하여 주주

의 승인을 받고 있다)에 대해 합병당사회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

을 첨부하여 증감위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중소투자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

로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에서는 의결권 단독산정의 대상인 중소투자자를 제외한 10대 개인주

주간에도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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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합병비율에 관한 규제 

I. 문제의 제기 

1. 공정한 합병비율의 중요성 

합병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대

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 반대급부를 어떠한 조건으로 정할 것인지

가 합병비율의 문제이다. 넓게 합병비율은 대가로서 교부금 등을 교

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대 주식

(stock-for-stock)의 합병의 경우, 즉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 부여

되는 존속회사의 주식 수를 ‘합병비율’로 부르기로 한다. 

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존속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회사의 종래의 주식가치 보다 낮을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

으로 인해 그 주식가치의 일부를 잃게 되고, 반대로 합병 신주의 가

치가 소멸회사 종래의 주식가치 보다 높을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으로 인해 그 보유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

라서 합병비율이 각 당사회사의 기업가치에 비추어 공정할 것이 요구

되고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2. 독립당사자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독립당사자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와 이해관계자거래(interested party 

transa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존속

회사와 소멸회사간의 합병을 가리키고, 후자는 이른바 지배관계 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을 의미한다.  

독립당사자거래의 경우에는 당사회사간에 특별한 지배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 의한 절차적 규제만으로 충분하고 합병비

율에 대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에 이해관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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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각 당사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거나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 당사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더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합병의 공정성을 보장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이해관계자 거래라고 할 수 있다. 

3. 합병비율을 규제하는 방식 

합병비율을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

저 법규범에서 합병비율의 전체 또는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특정한 

산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합병비율 산정에 법규범이 직접적으

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효과를 갖는다. 합병비율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합병비율의 내용(contents)이 아닌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위 실체적 접근법과 대비되는 ‘절차적 접근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일 뿐 절차적 접근법은 모두 나라에서 채택되어 

있다. 앞서 본 주주총회의 결의, 후술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

차에 내재된 각종 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합병비율의 공

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절차적 접근법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절차적 접근법은 

논의의 편의상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제도들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162    

                                       

162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합병비율과 무관하게) 합병자체를 거부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도 합병비율보다는 합병추

진 자체에 불만이 있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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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체적 접근법 

1. 개관 

회사간 모든 합병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합병비율을 제시하는 형태

의 실체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하

는 것은 일부 합병에 대하여 합병비율의 주요한 요소에 대하여 산식

을 제시하는 형태의 규범들이다. 실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

우에는, 한국과 같이 주로 상장회사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시가를 명시하

는 형태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의해 산정

된 평가가치에 추가로 회사가 할증 가능한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

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다. 

2. 합병비율 산정기준 

(1) 시장가격 

중국의 경우, 비록 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부문규장인 상장회사중대

자산재편관리방법에서 상장회사의 합병비율 산정기준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이 방법 제50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이 상장회사와 관련 되는 경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참고가격의 90% 이하여서

는 안 되며, 시장참고가격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이사회결의 공고일 이전 20, 60, 120일 거래일의 주식

거래평균가격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이사회 결의는 시장참고가격으로 선택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 제45조 제2항은 주식거래평균가격의 산정공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 공고일 이전 일정 

거래일의 주식거래평균가격(交易均价)=결의 공고일 이전 일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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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주식거래총액(交易总额)/결의 공고일 이전 일정 거래일의 주식

거래총량(交易总量).  

거래일의 선택에서는 실무상 20거래일의 거래평균가를 취하는 것

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어느 정도 해당 기간 내의 회사의 공정한 주식가치를 표시하고 있는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고, 상장일로부터 거래정지일까지 기간이 25일

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내의 가격을 참고가격으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부록1의 8번). 예외적으로 120거래일의 거래평균가를 취한 

사례도 있다(부록1의 52번과 53번).  

(2) 자산가치 

위에서 본 합병 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에 대한 시가

기준 제한은 2014년부터 명문화된 것이고, 2008년 제정 당시에는 상

장회사중대자산재편방법 제10조 제3호에서 중대자산재편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이 공정하여야 하고 상장회사와 주주의 합

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상장회사라고 할지라도 자

산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03년 진행

된 陕西金叶와 湖北玉阳의 합병에서는 주당순자산(每股净资产, Book 

Value Per Share)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외에, 중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은 다년간 유통주와 비유통

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갖고 합

병을 진행한 회사들은 유통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비유통주에 대해서는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

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63 

그리고 자산가치의 평가에서는 2005년부터 2012까지는 <기업가치

평가지도의견(시범시행)>, 2012년부터는 <자산평가준칙-기업가치>라

                                       

163 부록1의 2,4,12,15,17의 합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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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회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자산평가준칙-기업가치>는 자산평가의 기본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제22조는 “공인자산평가사(注册资产评估师)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가치 유형, 자료수집 등 요건을 고려하여, 

수익법(收益法), 시장법(市场法), 자본법(成本法/资产基础法)의 3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수익법이란 기대수익(预期收益)을 자본화 또는 현금화하여 평

가대상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제23조 제1항). 기업의 기존 경

영상황, 장래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상황, 취득한 평가자료가 충분한 

지 여부 등에 근거하여 수익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제23조 제2

항). 

수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배당이익현금

화법(股利折现法)과 현금흐름현금화법(现金流量折现法)이 있다(제24

조). 배당이익현금화법(股利折现法)은 예측 배당이익을 현금화하여 평

가대상가치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지배권이 충

분하지 않는 주주의 부분권리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제25조). 

현금흐름현금화법(现金流量折现法)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유현금흐

름현금화모델과 주주권의 자유현금흐름현금화모델을 포함한다. 기업

의 장래의 경영방식, 자본구조, 자산사용상황 및 장래수익의 발전추

세 등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의 모델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제

26조). 

(나) 시장법이란 평가대상을 비교 가능한 상장회사 또는 비교 가능

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제

33조 제1항). 반드시 취득한 비교 가능한 기업의 경영과 재무 수치의 

충분성과 신빙성, 수집 가능한 비교 가능한 기업의 수량 등에 근거하

여 시장가치법의 적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시장법에서 흔히 쓰는 두 가지 방법에는 상장회사비교법(上市公司

比较法)과 거래사례비교법(交易案例比较法)이다(제34조). 상장회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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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上市公司比较法)이란 비교 가능한 상장회사의 경영과 재무 수치

를 취득하고 분석하여 적당한 가치비율을 계산하여 평가대상기업과 

비교 분석한 뒤에 평가대상가치를 확정하는 방법이다(제35조 제1항). 

상장회사비교법에서 비교 가능한 기업은 공개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

래하는 상장회사여야 하며, 평가결론은 반드시 유동성이 평가대상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거래사례비교법

(交易案例比较法)이란 비교 가능한 기업의 매매, 인수, 및 합병사례자

료를 취득 및 분석하여, 적당한 가치비율을 계산하여 평가대상기업과 

비교 분석한 전제하에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제36조 제1항).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평가대상과 

거래사례의 다른 요소가 가치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

조 제2항).  

(다) 자본법 또는 자산기초법(成本法/资产基础法)이란 평가대상기업

에 대한 평가기준일의 자산부채표(资产负债表)에 근거하여, 기업의 표

내 및 표외의 각 항 자산, 부채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대

상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제39조). 

3. 실체적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 

앞에서 본 실체적 접근법은 합병비율을 바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방식보다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강력하고 뚜렷할 것이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설령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분쟁의 쉬운 해결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접근법은 아래와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1)일률적 산정기준의 적합성 

하나는 산정기준의 적합성 문제이다. 앞에서 보다시피 기업의 가치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방법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공정한 합병비율의 산정에 가

장 적합한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안별로 적합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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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정기

준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성의 문제는 법으로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조정 가능한 범위의 확정을 통하여 적합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할 수도 있고, ②산정에 필요한 수치

를 제한할 수도 있고, ③산정규칙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결과

적으로는 법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정책적 판단의 정확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므로 여전히 문제의 근본적

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게 된다. 

(2)책임자에 대한 면책 

다른 하나는 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문제될 수 있다. 법이 규정하는 

산정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을 경우 합병비율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책임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정기준 자체에 

적합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정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없게 되므로, 

오히려 주주가 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제공

하게 될 수 있다. 

III. 절차적 접근법 

1. 개관 

절차적 접근법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병비율 자체보다는 합

병비율이 산정되는 절차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보

장하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이상 그 결과물인 합

병비율 자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게 구조화한다는 점

에서 특징이 있다. 어느 경우에도 합병비율 자체에 대하여 법규범이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앞서의 실체적 접근법에 비할 때 간접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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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합병비율의 결정절차 자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려

는 접근법은 결국 불편부당한 외부독립기관으로 하여금 합병비율 결

정절차를 주관하게 하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는 독일과 미

국이 있다. 먼저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임

된 독립기관인 검사인으로 하여금 합병비율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이

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이 개입되므로 공신력이 강하게 인정된다

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국의 이른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제도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합병비율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위원들의 독립

성이 강하게 보장받을수록 합병비율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합병당사

회사들에게 가급적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특별위원회를 운용할 강력한 

유인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독일의 합병검사

인제도나 미국의 특별위원회제도와 같이 완전한 외부독립기관에 의존

하는 강력한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3자기관에 의한 평가와 

내부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합병비율 

산정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제3자기관에 의한 평가 

상장회사는 독립재무고문, 변호사사무소 및 관련 증권업무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계사무소 등 증권서비스기구에 의뢰하여 중대자산재

편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 제

17조 제1항), 이러한 의견서는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의견도 포함하고 

있다.  

3. 내부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독립이사(独立董事)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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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제에 대한 합리성 및 거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하고, 그 의견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

리방법 제20조 제3항). 

4.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行政审批) 

(1) 증감위의 심사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증감위의 심사를 통한 합병비율 규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감

위는 회사에 합병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감위로부터 

합병비율 조정 결정을 받으면 회사는 합병비율을 조정한 후 증감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합병비율로 인해 

합병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164 

그러나 증감위에 의한 합병비율 심사결과가 반드시 공정한 것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심사기관이 허가한 합병비율이라는 이유

로 사후적인 책임에 대한 면제를 주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2) 공상관리국의 심사 

그 외에, <회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공상관리국에 합병비율 산정 

사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합병등기단계에서의 요구사

항이므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165 

IV. 개선방안 

중국은 합병비율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외에 이사회 또는 독립이

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설명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4 中国证监会,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中国经济出版社, 2009, 65

면. 

165 다만, 이 글의 앞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상관리국의 합병등기도 형식적 

심사에 지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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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규제는 아직 제도 자체의 미흡과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1. 실체적 심사의 점진적 폐지 

실체적 접근법에 의해 규제를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은 법령

이 제시하는 산식을 준수하고 회사가 의뢰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첨

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합병비율이 결

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공정

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면책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하나의 룰

에 의한 통제는 합병을 추진하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게는 공정한 

합병을 추구할 유인보다는 오히려 이 기준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할 유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체적 심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합병당사회

사가 스스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합병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맡기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구성이 필수적이다. 

2. 절차적 독립성 강화 

절차적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병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독립이

사의 설명의무와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있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의 산정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보장

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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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반대주주의 탈퇴권 

I. 문제의 제기 

반대주주의 탈퇴권(exit right)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주식매수청구

권은 미국 회사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회사가 합병

과 같은 근본적인 변경을 하려면 주주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이러

한 만장일치제도하에서는 완벽한 소수주주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물론 새로운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경직성을 갖고 있었기에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회사들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고 점차적

으로 다수결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다수결에 패한 소수에 대한 보호

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등장한 것이 주식매수청구

권이다.166 

Easterbrook과 Fischel은 주식평가 및 매수청구권을 통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소수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면 회사의 구조

변경에 불만인 소수주주는 자신의 지분가치를 받고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는 사람없이 구조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축출상황에서 소수주주가 받게 될 최저가격을 미

리 정해두는 보호장치를 두어 사전적으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긍정

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167 

한편 Gilson과 Black은 각 주법상 주식평가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

되는 경우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하나는 원래 주주들

이 예상하지 못했던 β 즉 시장변화에 대한 당해 회사주식의 민감도

                                       

166 김건식, “미국 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법학」제34권 제3

호, 서울대학교, 1993년, 102면. 

167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 Press (1991),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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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동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당해 회사에 관한 마지막 거래이므로 

경영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최종구간 문제가 나

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평가 및 매수청구권은 경영자들을 효율

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에 경영자들에게 부적절한 β의 변경에 나

서지 않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고 보았

다.168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①다수주주 또는 경영

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고, ②소수주주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파레토최적을 보장하고, ③사전적으로 일방적인 가격설정 내지 축출

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지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상황과 기능에는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상황의 변화를 보면,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는 이사

회 중심의 권한 배분과 주주총회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지배구조

의 기본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주주가 되고, 회사는 합병과 실질이 

동일한 다른 거래를 통하여 주식매수청구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며, 

반대주주가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능의 변화를 보면, 기업의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

할 경우 투자를 회수하고 회사를 퇴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

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

동성 제공기능은 소실되었고, 반면에 과반수 주주가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견제하는 

주주 보호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반대주주의 차익거래 목적의 부적절한 권리행사와 합리적

인 합병의 무산 우려,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으로 인한 회사의 자본충

실원칙과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반대주주의 탈퇴권에 대해 다시 검

                                       

168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2nd ED.), Foundation Press (1995), pp.7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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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반대주주의 탈퇴권으로 적용되

고 있는 두 제도인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충돌로 인한 제도

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의 정립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II. 주식매수청구권 

1. 개관 

가. 개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특정의 경우에 회사의 주주총회결

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

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다. 그 취지는 회사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반대주주가 합리적

인 보상을 받고 해당 회사를 탈퇴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합병 등이 승인될 경우, 이에 반대하

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결의

에 반대하는 주주는 비록 합병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더

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대량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회사의 자금부담이 조성될 경우에

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합병을 무효화할 수도 있으므로 불공정한 합병

에 대한 견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입법연혁 

(1) 2005년 회사법 개정 이전 

1994.8.27. 발표한 <해외상장회사정관필수조항(到境外上市公司章

程必备条款), 이하 ‘해외상장정관’> 제149조는 “합병과 분할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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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주는 회사 또는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에게 공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외에서 상장하는 모든 회사의 정관에는 해

당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뉴욕에 상장한 두 회사인 华能国际电力股份有限公

司와 山东华能发电股份有限公司간의 합병과 2005년 중국 내의 유한

회사인 北京飞天石油化工有限公司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인 

中国石化北京燕化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간의 합병에서 위 조항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관련 법

령은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청구권리의 행사방식 등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상

장정관도 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였으나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실무상 적용에서의 불편함과 반

대주주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이 어려웠다.169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된 것이었고 중국 

내 상장회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는 아니었다. 

그 후, 1997.12.16. 발표하고 시행된 증감위의 <상장회사정관지침

(上市公司章程指引)>170  제173조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두어 합병 또는 분할 시의 주

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169 华能国际와 山东华能의 합병에서는 독일 국적의 자연인 주주가 해당 권리

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중국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

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을 확인한 후, 

결국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雨时, “股份回购请求权制

度的操作问题”, 「金融法苑」, 총권 제63호, 2005, 98면). 

170 证监[1997]16号는 2006년 证监公司字[2006]38号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

되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장회사정관지침은 2016.9.30. 발표하고 시행

한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6]23号이다. 그 사이에 2014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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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중국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였

고, 유한회사(제74조)와 주식회사(제142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각

각 규정하였는데 약간의 차이도 두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의 합병∙분할∙주요재산양도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결의에 대해 반대의

사를 표시한 171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74조제1항제2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권인수에 대해 합의를 이루

지 못할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결의가 승인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74조제2항).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에는 조금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취득의 예외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이고

(제142조제1항제4호),172  주주와 회사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 사법구제권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합병과 분할

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 매수의 상대방

의 경우 유한회사와는 달리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와 제3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해외상장회사정관

                                       

171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결의에 대해 이의(异议)가 있는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반대한 주주만이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실무에

서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172 142조1항,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1)회사등록자본의 감소, (2)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의 합병, (3)근로자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경우, (4)주주가 주주총회의 합

병∙분할 결의에 대해 이의(异议)를 갖고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또한, 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양도 또

는 소각하여야 한다(14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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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항 제149조는 “회사의 합병∙분할 방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 방안에 찬성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

의 대상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합병∙분할에 찬성하는 주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3 

표 4.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비교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적용범위 

주요재산양도, 합병, 분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5년 연속 이익배당을 하지 않

는 경우, 

정관의 영업기간이 종료되었

거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관을 수정하여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 

합병, 분할 

청구권자 
주주총회에서 해당 결의에  

‘반대한’ 주주 

주주총회에서 해당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 주주 

청구대상 회사 회사, (찬성주주), (제3자) 

사법구제 인정 규정이 없음 

 

2. 매수가격의 산정과 지급 

가. 매수가격의 산정기준 

중국 회사법은 주식매수청구 시의 매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한회사 반대주주의 주식

                                       

173 실제로 제3자를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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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가 주식매수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

터 90일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74조 제2항)는 규정

을 두고 있으므로 매수가격의 산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2단계로 진

입하여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2단계는 가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

을 경우에 반대주주가 법원에 가격에 대한 재량을 청구하고 법원이 

가격 산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가격을 확정한다. 

협의를 통하여 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준을 적

용한다.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진실된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설령 산정된 평가금액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그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매수가격은 매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174  계약법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명칭, 주소,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 

보수, 이행기한, 장소, 방식, 계약위반책임, 분쟁해결 방법 등을 포함

한다. 또한 동법 제61조는 계약의 효력발생 후, 당사자가 품질, 대금, 

보수, 이행장소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내

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추가적

으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행

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의 대금과 관련해

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

후에 당사자가 가격과 관련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행으로 확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

수협의 과정에서도 매수주식가격의 확정은 계약 자체에는 효력을 미

치지 않는 것이고, 주식매수가격의 협상은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양

                                       

174 周友苏, 「公司法学理与判例研究」, 法律出版社, 2008,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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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격에 대해 다시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5 

회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가격’이라는 원칙적인 기준

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기준을 명시하

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의 매수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증감위의 

부문규장인 <해외상장회사정관필수조항> 제149조 제1항에서 “…합

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증감위

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 176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이하 ‘ISC’)의 투자자를 위한 교육자료177에는 주식매수청구

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증

감위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구의 설명이므로 증감위의 지침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매수대금의 지급방식 

매수대금의 지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

주주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

사가 주주의 반대매수청구를 받은 후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해 계산하

고 바로 해당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사전이행의 방식이다. 그러

나 전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해 주주가 거래 후 오랜 시

간이 지나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175 周友苏, 「公司法学理与判例研究」, 法律出版社, 2008, 170면. 

176  http://www.isc.com.cn/, 中证中小投资者服务中心은 投服中心이라는 약칭

으로 불리운다. 2014년 12월에 설립된 기구로 증감위로부터 직접적인 관리

를 받는다. 이 기구는 회사법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

권거래소, 상해선물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회사

로 주주 구성을 이루고 있다.  

177  投服中心(ISC), “股东权益知多少-股份回购请求权 ， 你知道吗？”, 「 권익

360(权益360)」, 投服中心WeChat 공식계정(微信公众号), 2017.7.11. 게재

글. 

http://www.isc.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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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자는 반대주주가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양측의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해당 

주주는 법원에 주식가치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의 매수대금을 최종적인 사법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받을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3. 권리행사의 요건과 절차 

가. 중국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행사절차 

(1) 요건 

1) 회사법이 정한 EVENT의 발생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행사한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과 분

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주식회

사의 주식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178 

2) 주주의 자격요건 

회사법은 합병 시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주주

총회결의에 반대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

는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및 

해당 주주총회에 불참의사를 밝힌 주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79 상장회사의 합병사례에서 현금선택권의 행

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도 현

금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180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178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编,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释

义(2005年版)」， 法律出版社, 2005, 203-204면. 

179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729면. 

180 中国证监会,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中国经济出版社, 200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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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이전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한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

총회결의 시 의결권 총수에는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제외하여 주주총회결의에서 합병결의안이 승인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

한 자금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합병의 불발가능

성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 이후 재상장이 금지되는 경

우에는 이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이전의 권리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이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결국에는 다시 회사에 자금부담을 가져다 주게 되고 합병의 불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회사법 제74조 제1항은 “사원총회의 해당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

한 사원은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조항에 따르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의 반

대의사의 표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결권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또는 승계주주 및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 등이 있

을 수 있고, 이러한 주주들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가) 무의결권주주 

무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MBCA는 원칙적으로는 무의결권 주주의 주

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81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무의

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의결권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의

                                       

면. 

181 MBCA13.02(a)(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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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이 부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무의결권주주의 자익권은 침해되

어서는 안 되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회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주주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다. 그

러므로 의결권의 유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를 동일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82 

나) 승계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승계주주인 제3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 문

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경우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이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는 회사

의 이러한 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회사

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이고 해당 결의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

해서도 중국 회사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3)>(关于适用<中华人

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 이하 ‘회사법해석3의 의견수렴

안’)의 출자하자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

주의 권리가 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지만,183 단순한 출자

하자로 주주자격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2 刘俊海, “论股东的表决权”, 「法律科学」, 1995, 63면. 

183 회사법해석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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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주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주주총회결의에서

의 반대의사 표시를 전제 요건으로 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 국의 

입법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주식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반대의사의 표시와 관련한 용어의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차이의 소지가 있을 수 있

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상의 다수견해이다. 그러나 실

제 합병 사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현금선택권의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요건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84 

(2) 행사절차 

1)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 

중국 회사법은 75조2항에서 유한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일

로부터 60일이내에 주주와 회사가 주권인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이루

지 못할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90일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반대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시기와 기한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는 절

차에 대해 지나치게 간략히 규정하고 있고 공정한 가격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논쟁을 초래

하게 된다. 

중국 회사법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로지 제74조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184 城投控股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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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러한 규정마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매수청구권의 주체와 행사절차 등과 관련해서 회사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서 혼란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 

가) 권리행사의 주체 

합병과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곧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제142조는 유한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74조에서의 ‘반대투표를 한 주주’라는 표현과는 달리 ‘합병

과 분할 결의에 이의를 가지는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에 논란

의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로부터 볼 

때, 여기서의 ‘이의를 가진다’는 표현은 반대투표를 행사하였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미리 반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이

전에 하는 반대의 의사표시와 주주총회결의에서 하는 반대의 의사표

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나) 반대의 의사표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두 차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주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지는 주

주총회결의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주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관련 주주총회결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실행되고 있다. 

2) 반대통지한 주주가 회사가 공시한 기간 내에 회사에 청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와는 별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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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

사가 공시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상 주식매수의 청

구는 사전의 반대의사의 표시를 전제로 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한국과의 비교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아래의 내용들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 발생사유의 범위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이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의 범위가 

한국과 비교할 때 제한되어 있다. 한국 상법은 영업양수도, 합병, 분

할합병,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합병과 분할의 두 가지 형태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회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업구조재

편의 형태가 합병과 분할이므로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도 합

병과 분할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범위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과 관련해서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반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하는 입법의 취지는 동일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반대의사의 표시시점 

반대의사의 표시시점과 관련하여, 한국은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반

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회사법은 반드시 주

주총회결의 이전에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실무에서

도 의사표시를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하는 것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상법에서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의 경우 주주총회 전에 회

사에 대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

374조의 2의 제1항), 자본시장법에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사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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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승인할 주주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자본 

제165조의 5의 제1항). 

(3) 권리의 행사기간 

한국의 경우에는 반대의사 표시 이후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기간을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74조

의 2의 제1항, 자본 제165조의 5의 제1항), 중국은 회사법에서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의 행사기간을 회사가 

스스로 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4.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 

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법적 지위 

정해진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대주주는 주

주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중국

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지위를 반영하기 위

하여,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지분증서를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공탁을 하지 않으면 반대주주

가 이의제기절차 이후에 자신들에게 보다 이익이 된다면 공개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

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주주가 이와 같이 행동할 경우 회사는 정

상적인 거래를 이루게 될 수 없을 것이고 자산평가절차의 진행도 어

렵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신탁은 일부 반대주주의 투기적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반대로, 이와 같이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국의 현행법상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은 주주지위확인과 관련하여 외관

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회사는 공상행정기관의 등기를 기준으로 거래

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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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빙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은 회사에 의해 위탁관리되

는 반면 공상등기상으로는 여전히 주주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공상등

기의 공신력과 제3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주식거래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계약의 본질은 매매계약이므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협의를 이루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와 

회사가 주식매수의 가격 등에 대해 일치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야 

매매계약의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주주도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주식을 회사에 위탁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나. 매수주식의 처리 

(1) 회사가 매수한 경우 

제142조 제2항은 합병 또는 분할 관련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회사가 주식을 매수

하는 경우, 회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자가 매수한 경우 

제3자가 매수한 경우, 제3자는 사전에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합병비율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존속

회사의 주주로 된다.  

III. 현금선택권 

1. 개관 

가. 개념 

2004년부터 적용된 현금선택권제도는 중국의 기업인수합병에서의 

주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금선택권제도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적용해 온 제도이고 주

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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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선택권이란, 상장회사가 주요자산재편, 합병, 분할 등의 중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주주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 또는 상장회사에 매

도하는 권리를 말한다.185 현금선택권은 회사가 반드시 주주에게 부여

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합병과정에서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수단

은 제공해야 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록 관련 법률에 의해 명문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합병을 제외하고 현재는 이러한 보호수단을 전

혀 제공하지 않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현금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금선택

권은 중대자산재편, 흡수합병, 분할 등 중대한 사항에 적용된다. 다음

으로, 관련 주주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보

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권리를 부여하

여, 반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를 퇴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행사는 제3자에 의존하여 실행되는데,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래소 규정에서는 상장

회사도 매수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매수주체가 상장회사

가 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금선택권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일정한 기준에서 주식매수

청구권과 동일한 권리로 보거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한 가지 유형

으로 본다.186 

현금선택권제도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인수자(존속회사)와 제3

자가 주주에게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을 

                                       

185 상해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 중대자산재편 정보공시 업무비망록-제6호 상

장회사현금선택권업무지침(上市公司重大资产重组信息披露工作备忘录-第六

号上市公司先进选择权业务指引)(试行)>(2012) 제3조, 심천증권거래소의 <

상장회사 현금선택권업무지침(上市公司现金选择权业务指引)>(2011) 제3조. 

186  桂浩明, “现金选择权:资本运作的双刃剑” 「 证券时报 」 , 

http://www.p5w.net/today/200901/t2109364.htm (방문일자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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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187 실제로 2007년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

을 때에는 현금선택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으나, 2008년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후술하게 될 

합병사례들이(같은 절 IV부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 입법연혁 

현금선택권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2004년 第一百货의 华联商厦

에 대한 흡수합병이다. 이 제도는 합병당사회사들이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 감독기관인 증감위와의 논의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합병은 대부

분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금선택권제도를 적용하였다. 다만, 

중국은 관련 법률로 상장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반대주주에게 탈

퇴권을 부여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감독관리부문의 의견에 따

라 상장회사로 하여금 투자은행의 협조 하에 현금선택권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188 

현금선택권제도가 법률 또는 부문규장에 의해 명시적으로 처음 규

정된 것은 2006년 개정된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이다. 이 방법 제

27조는 상장회사 인수 시의 현금선택권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다만, 

적용대상이 ‘대상회사의 반대주주’로 한정되어 있다. 

그 후, 각 증권거래소의 현금선택권과 관련한 업무지침이 제정되면

서 이러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인수회사의 주주도 명시적으

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2008년 제정된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현금

선택권 업무지침 제3조는 “본 지침이 정하는 현금선택권은 상장회사

에 자산재편, 합병, 분할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주주는 

                                       

187 彭鹏∙王丽, “现金选择权法律适用问题分析”, 「金融法苑」제82호, 2011, 51

면. 현금선택권에 대해서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동일한 성질의 권리이므

로 동일하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전혀 다른 두 가지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

다(汤欣, 「公司治理与资本市场法制」, 法律出版社, 2015, 236면). 

188 당시에는 현금선택권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현금선택권을 

적용하지 않은 합병사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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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제3자 또는 상장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관련 주주’라고만 표현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주주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라는 명시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2012년 개정된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현금선택권 업무지침 

제5조는 유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 현금선택권을 부여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해 주식전환의 방식

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와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

우의 상장회사가 그 주주에게 현금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열

거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주주도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2005년 회사법 개정 

시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금선택권

제도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임시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합병실무에서는 현금

선택권제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대체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주

식매수청구권과 달리 현금선택권은 회사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비교 

중국의 경우, 합병 시 반대주주의 탈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

로, 주식매수청구권 외에도 위에서 본 현금선택권이 있다. 두 제도는 

모두 회사에 특정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의 구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

다(표5). 

우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주주가 이의를 갖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현금선택권은 

합병과 분할 외에 중대자산재편과 인수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

로, 주식매수청구권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상장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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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매수주체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또는 찬성

주주 또는 제3자가 매수 주체가 되지만, 현금선택권은 제3자 또는 회

사가 매수 주체가 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도 제3자가 

매수주체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실제 합병사례에서도 제

3자가 매수주체가 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표8). 

표 5. 상장회사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의 비교 

구분 주식매수청구권 현금선택권 

법적

근거 
회사법 

증권감독위원회의 부문규장,  

거래소의 업무지침 

적용

대상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방 당사자가 상장회사 

적용

범위 
합병, 분할 

합병, 분할, 중대자산재편,  

청약인수 시 인수자가 주식 또

는 기타 증권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 등 

매수

주체 
회사, (찬성주주)189, (제3자) 제3자, 회사 

행사

방식 

일정한 형식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 

임의로 결의사항에 대해 의사

표시 

행사

가격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 회사가 결정 

 

                                       

189 주주를 상대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고 관련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학설상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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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가격의 산정과 지급 

가. 매수가격의 산정기준 

상장회사의 경우, 후술하는 합병사례들을 보면, 이사회는 주로 ①

전환가격 또는 신주발행가격, ②기업재편사항을 공시하기 전일의 장 

마감가격, ③주당순자산가치, ④가격산정기준일 이전 일정기간의 주

식평균가격의 변동 비율을 적용하여190 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사례들을 보면 매수가격은 대부분 합병가액 또는 시장가격 보

다 낮게 산정되고 있다(표6).191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그 차액(溢价, 주식의 액면과 거래 가격의 차액)을 산정해주

는 것은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

다.192  

표 6. 주식매수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합병가액과의 비교193 

(단위: 위안) 

연번 당사회사 매수가격 시가 합병가액 

1 中铝 兰铝 9.5 - 11.88 

2 中铝 山铝 16.65 - 20.81 

3 
潍柴动力  

湘火炬 
5.05 - 20.81 

                                       

190 예컨대, 第一百货의 华联商厦 합병사례에서 유통주의 경우 현금선택권 가

격은 이사회 소집일 이전의 12월간의 일간 가산평균가격의 산술평균치의 5% 

이상. 

191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매수가격으로 보고 

있다. 

192 中国证监会,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中国经济出版社, 2009, 73

면. 

193  中国证监会, 「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 , 中国经济出版社, 2009, 

74-75면의 내용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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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一百货  

华联商厦 

第一百货: 유통주 

7.62, 비유통주 

2.957 

华联商厦: 유통주 

7.74, 비유통주 

3.572 

第一百货: 

9.27 

华联商厦: 

9.53 

- 

5 
上港集团  

G上港 
16.5 - 16.515 

6 
都市股份  

海通证券 
5.8 52 - 

7 
石炼化  

长江证券 

7.15 (거래정지 전 

20일간의 시가평

균) 

- - 

8 
北京化二  

国元证券 
7.48 13.36 - 

 

나. 매수대금의 지급 

상장회사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때,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대주주의 행사신청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는 거래소시

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지는 거래소의 업무지침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고, 거래소는 시장가격과 매수가격간의 가격 차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방식을 달리 적용하게 하고 있으며,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상해거래소는, 현금선

택권 행사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시장가격(현금선택권 실시 공고일 

전일의 장 마감가격)보다 15%이상 낮아 투자자의 신고가 중대한 손

실을 초래할 경우 상장회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방식을 적용하

고, 현금선택권 행사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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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소시스템

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심천거래소는, 대

상주식의 참고주식가격(현금선택권 신고일 6일 이전의 장 마감가격)

현금선택권의 약정가격간의 차익비율이 50% 또는 그 이상인 경우, 

현금선택권이 포함하는 권리의 델타치의 절대치가 5%보다 낮은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방식

을 적용하게 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현금선택권

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1)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방식194 

1) 심천거래소 

현금선택권의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의 거래일로 하고, 주주

는기간 내에 사전적으로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에 현금선

택권의 행사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행사한 

권리의 철회는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상장회사는 현금선택권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중국등기결산유한회

사심천분사(中登深圳分公司, 이하 ‘중국결산 심천분사’)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주식이전(股份划拨)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권리행사의 결과

를 공고한다. 

2) 상해거래소 

회사의 현금선택권 신고기간은 1일간의 거래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현금선택권을 행사한 주주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상해증권거

래소를 방문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4 해당 방식에 대해서,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표현용어를 달리 사용하

고 있는데, 상해거래소는 ‘自行组织股东申报’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심천거

래소는 ‘手工申报’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0 

(2) 거래소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식 

1) 심천거래소 

상장회사가 현금선택권 실시를 공고한 이후, 상장회사 또는 제3자

는 중국결산 심천분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

불에 필요한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거래소시스템이 T일에 접수한 현금선택권 신청은, 중국결산 심천

분사가 T일 마감 시에 청산을 진행하며, T+1일에 교부 시점에 비담

보성195 거래별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결산을 한다.  

2) 상해거래소 

거래소 시스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국결산 상해분사가 지

정하는 계좌에 현금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불에 필요한 대금의 20%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거래소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3일간의 주식거래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당일 행사한 현금선택권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날부터는 전일에 효력이 발생한 해당 권

리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다.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은 중국결

산 상해분사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며, 보관기간 내에 주주는 해당 주

식에 대해 다시 양도를 할 수 없다.  

신고기간이 만료되고 중국결산 상해분사로부터 현금선택권 행사결

과를 받게 되면, 현금선택권 제공자는 해당 결과에 따라 대금을 납입 

완료하고, 상해거래소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중국결산 상해분사에 

해당 주식의 자금청산, 양도, 보증금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95 상장회사의 계좌잔액 부족으로 인해 주주에게 현금선택권 행사에 따른 대

금이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결산회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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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 

가. 제3자의 주식매수책임 

존속회사는 제3자를 지정하여 소멸회사의 반대주주가 현금선택권

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매수주식의 처리 

제3자는 반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다시 해당 주식을 합병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는다. 

IV. 합병사례로 본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관계 

현금선택권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정관에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

권의 적용과 관련해 규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사회 측면에서 

다른 제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제도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성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권리가 모

두 강행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탈퇴권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17과 표18에서는 기간별 현금선택권 적용 현황의 변화와 

두 제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7. 기간별 현금선택권 적용의 변화 

기간 특징 내용 사례 

2004~ 

2006 

현금선택권 

흥행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인해 

상당수의 주주가 현금선택권을 

행사 

第一百货, 

上港集团 

2007 
현금선택권 

쇠락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인해 주주

들은 현금선택권을 행사하지 않

中国铝业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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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특징 내용 사례 

음 

2008 
현금선택권 

재흥행 

급락한 시장가격과 현금선택권 

행사가격 차액으로 인해 제 3

자의 자금부담이 발생, 두 차례

로 나누어서 권리를 행사하게 

유도함 

攀钢钢钒 

2008.11. 

재구성된 

반대주주 

탈퇴권 

출현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일

부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현금선택권을 다른 일방 당사회

사의 반대주주에게는 현금선택

권을 부여함. 또한 이러한 권리

는 반대주주만 행사가능하게 하

여 반대주주의 반대투표가 많아

지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합병 자체가 무산되게 

함. 그리고 무산된 합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새로 

계산되므로 이로써 주주의 차익

거래 가능성과 회사의 자금부담

을 낮춤. 

云天化를 

선두로, 그 

후의 东航, 

唐钢, 

承德, 

盐湖, 济南 

 

표 8. 사례를 통해 본 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의 적용 

적용형태 사례 

소멸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제 3 자 제공) 

上港集团, 淮柴

动力, 上海电气, 

东方锅炉 

존속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제 3 자 제공) 

소멸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제 3 자 제공) 

攀钢钢钒,  

延边公路 

존속회사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존속회사 제공) 

소멸회사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소멸회사 제공), 

현금선택권(제 3 자제공), 양자택일 

云天化 



 

 133 

적용형태 사례 

존속회사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존속회사 제공) 

소멸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제 3 자 제공) 

东航, 唐钢, 盐

湖钾肥, 新湖中

宝 , 金隅股份 , 

中国铝业 

존속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제 3 자 제공) 

公用科技, 长江

水运, 东北高速, 

重庆东源, 东软

股份, 石炼化 

존속회사 주주: 현금선택권(존속회사 제공) 

소멸회사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제 3 자 제공) 
葛洲坝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와 같이 회사가 탄력적으로 제도를 

변형하여 적용함으로 하여 주주의 탈퇴권을 둘러싸고 반대주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적 적용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하나의 제도로 정합할 필요가 있다. 

V. 개선방안 

1. 절차적 보완 

중국 회사법상 반대주주의 탈퇴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

엇보다도 권리의 행사절차와 관련해서 거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적용이 어렵고 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절차에 대한 입법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반대주주의 탈퇴권 행사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공백으로 회

사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회사의 주도에 의

해 매수절차가 진행되고 매수가격이 결정되고 있고, 주주는 수동적으

로 받아들일 뿐이다. 

상장회사 합병사례를 통해 본 반대주주의 탈퇴권 행사절차와 관련

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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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우세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종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협상과 사법

평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는 합병과정에서 회사는 주주들

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매수절차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들은 각자 동일한 문제에서 주주들에게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주식 동일한 권리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 제도의 정립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동일한 합병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 부여하는 탈퇴

권리를 달리하거나 매수자를 달리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선

택이 모두 경영진의 입장에서 경영진에게 유리한 형태로 구성하여 주

주에게 매수청구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주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주주들에 대한 보호의 불평등을 초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현금선

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혼동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입법 또는 사법해석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 제143조는 회사가 반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할 데 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두고 있다. 즉 매수자가 반드시 회사여야 하는 

지 제3자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실제 사례들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행에서도 대부분 제3자가 매수자로 지정되는 경

우가 많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금변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96 

이 경우, 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은 더욱더 그 경계가 희미해지게 

되고 매수가격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196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른 채권행사 또한 제3자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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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두 제도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별개로 적용하거

나 또는 하나로 정합할 필요가 있다. 

3. Market Out Exception의 인정 

가. Market-Out Exception이란 

미국의 일부 주들은 상장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

는 이른 바 시장예외의 특례(Market-Out Exception)를 적용하고 있

다. 유동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

동성 제공의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주식이 공정한 가액을 제공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

거나197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198 주장

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들도 존재한다. 이

에 대해서, 시장예외는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하므로 시장가격이 기

업 주식의 공정한 가치의 타당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매수청구권

을 부여하는 거래가 발표되면 시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신

뢰할만한 주식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을 제시한다고 한다. 

비록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매수청구절차

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및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

적인 기능을 갖는다. 또한 시장이 비록 완벽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

더라도 매수청구절차에서 제시되는 가격이 항상 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유동성 제공이 아니라 다수결의 횡포나 소수 억압을 견제

하는 이론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델라웨어주법은 주식에 대한 시

장이 존재하더라도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매수

                                       

197 Gilson/Kraakman, 70 Va. L. Rev. 549(1984) 

198 Mary Siegel, 32 HARV. J. ON LEGIS (1995),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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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부활한다고 하여 Market-Out Exception에 대한 예외를 다

시 설정하고 있다. 

나. Market-Out Exception의 필요성 

유한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반대주주의 보호를 위해 필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Market-Out Exception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Market-Out Exception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학계에서도 논

의가 많지는 않지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형성도 정

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

해199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고 시장가치

에 영향주는 요소가 많으므로 신뢰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

로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200도 있다. 

시장예외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요한 근거는 시장가격이 적절한 가

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시장예외제도에 이미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법원

에 의해 확정되는 가격 또한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Manning이 제시하고 있는 Appraisal Arbitrage 현상이 보여주

고 있는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부터 볼 때, Market-Out 

Exception의 도입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본 중국의 사례들에서의 매수가격의 산정은 이러한 필요성

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산정기준에 의해 매수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또한 이러한 산정기준 자체도 한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전환

                                       

199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증권법연구」제

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189면. 

200 김정호,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25권 제4호, 한국경

영법률학회, 2015,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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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에 따라 상장회사발행주식은 해

당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이사회결의 공고일 20일 이전

의 주식거래 평균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발행가격에 대

한 최저가 제한은 상장회사와 그 지배주주간에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가격을 매수가격의 산정근거로 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또한 어느 거래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산정

하는 것은 가격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조종될 우려가 더욱더 크다. 

그러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의한 산정가격도 공정한 가

격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현금선택권의 가격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거래정지기

간에 주식시장에 큰 파동이 있게 되면, 회사와 주주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경우 주주들은 현금선택권을 행사

하려고 하지 않지만, 반대로 하락세일 경우 주주들은 현금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미

숙한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주주가 차익을 추구하는 수단

으로 전락되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합병당사회사가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용도로 사용되

기도 하였다. 中百集团과 武汉中商간의 흡수합병은 무한시(武汉市) 국

자위와 증감위의 주도하에 합병당사회사들의 합병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 합병을 보면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합병당

사회사들은 현금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산정가격을 합병가액보다 

높게 산정함으로써(존속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6.83위안/

주이고 시가는 6.49위안/주, 소멸회사의 현금선택권 매수가격 6.49위

안/주이고 시가는 5.81/주였다) 주주총회결의에서의 유통주 주주들의 

반대를 이끌어내려 시도하였음을 보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

식으로 결국에는 합병을 무산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우에도 Market-Out Exception을 도입할 필요

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주식은 진정한 의미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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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있지 않는 주식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범위를 

상장회사 중에서도 주식이 유동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장회사로 제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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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송에 의한 소수주주 보호 

제4장에서는 합병 관련 소송, 즉 사전적 금지청구, 합병무효의 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를 다룬다. 이러한 

소송은 합병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3장의 보호

장치와 구분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합병과정에서의 소수

주주 보호장치’와 ‘합병 관련 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장치’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소송이라는 분쟁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법적 이슈들이다. 일례로 합병

무효의 소의 원인인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식

매수청구권 절차의 흠결 등은 제3장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중복을 피하면서 쟁송에서 특유하

게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한국법상 가처분과 유지청구권에 해당하

는 중국에서의 침해정지∙방해배제∙위험해소 청구권 등에 대해 검토하

였고, 제2절에서는 합병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존속회사의 계약불이

행으로 인한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제3절에는 주주에 의한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의 법리적 구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4절에는 중국에서 

사법적 구제수단이 갖는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의 지원과 진행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1절 사전적 금지청구 

합병에 대한 사전적 금지를 청구하는 구제수단으로는 유지청구권이

나 가처분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소수주주가 유지청구권과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하

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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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같은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

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합병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보다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인 금지제도는 외부기관인 법원이 회사의 경영결정에 대해 판단을 내

리는 것이므로, 사전적인 금지제도를 활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적용

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I. 유지청구권 

1. 문제의 소재 

중국 회사법은 합병유지청구권뿐만 아니라 한국 상법상의 이사의 

위법행위나 신주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의 무효화를 통한 권리보호

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수단은 필요한 것이고, 유지청

구권은 그 수단 중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유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합병결의 금

지 또는 효력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는 점과 반대주주의 남소 가능성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이를 가처분 단계에서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합병비율과 관련한 분쟁에서 

주주가 합병 등의 거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대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결의의 효력 또는 합병

의 유지 등을 통하여 거래 자체를 저지하는 것보다 독일과 같은 보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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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독일은 조직재편법 제14조 제2항201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

성을 이유로 합병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202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대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전교부금을 통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전교부금은 자본금 중 부여된 지분에 할당된 액면가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주주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사절차법의 규정에 따

라 결정한다. 그리고 합병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공고된 날로부터는 

일정한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게 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절차적

인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본안에 근거

하여 다양한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보다는 기존 제도를 이용하여 통

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법상 유지청구권

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

法)상 ‘침해정지∙방해배제∙위험해소 등의 청구권(停止侵害∙排除妨害∙消

除危险等请求权, 이하 ‘침해정지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 검토하고 합

                                       

201 독일 조직재편법 제14조(합병결의에 대한 소송의 제기기간과 그 배제) 제2

항 “양도하는 권리주체의 합병결의의 효력에 대한 소송은 지분의 교환비율

이 현저하게 낮게 정해져 있다거나, 양수하는 권리주체의 사원의 지위가 양

도하는 권리주체의 지분 또는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 불충분한 대가라는 것

을 이유로 할 수 없다.” (이형규 역, 독일 조직재편법, 법무부, 2014, 19면). 

202 독일 조직재편법 제15조(교환비율의 정정) 제1항 “지분의 교환비율이 매우 

낮게 정해져 있거나, 양수하는 권리주체에서의 사원의 지위가 양도하는 권

리주체에서의 지분 또는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 불충분한 대가인 경우에 제

14조 제2항에 의하여 합병결의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배제

되어 있는 양도권리주체의 각 지분소유자는 양수하는 권리주체에 대하여 

금전교부금을 통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교부금은 자본금 중 부여된 

지분에 할당된 액면가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적당한 금전교부금은 

신청에 의해 법원을 통하며 심사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항 

“금전교부금에는 양수하는 권리주체의 소재지에 있는 등기부에 합병의 등

기가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된 날 이후에는 민법 제247조에 의한 당

시 기본이자율에 연 100분의 5 이율을 더하여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권리행사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형규 역, 독일 조직재

편법, 법무부, 2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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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侵权责任法상의 침해정지∙방해배제∙위험해소 등의 청구권 

2004.8.28. 일부 개정한 회사법 제111조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 결의가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주주는 법원에 이러한 ‘위법행위와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는 다수의 견해 외에, 유지청구권을 규정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05년 개정 

회사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회사법 제151조와 같이 

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도 없다. 

다만, 중국은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상 ‘침해정지∙방해배제∙위

험해소 등의 청구권(停止侵害∙排除妨害∙消除危险等请求权, 이하 ‘침해

정지 등의 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유지

청구권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0.7.1부터 시행한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21조는 “권리침해행위가 

타인의 신체∙재산의 안전에 위협되는 경우, 권리가 침해된 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정지∙방해배제∙위험해소 등의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으로 인해 주주

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21조에 따라 침해정지 등의 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와 관련한 중국 국내의 학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일본에

서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지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도, 주주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유지를 청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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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주주의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업무경영을 구할 권리를 피보전권

리로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와 학설이 있는데,203 

중국에서도 법리상 이와 같은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방안 

회사법상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는 방해배제청

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해배제청구권은 합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일반적인 조항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유지청구권제

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권리침해법상의 일반적

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회사법상 일반적인 유지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사전 통제수단으로 소수주주에

게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5년 개정 이전의 회사법에서와 같이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해

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II. 가처분 

1. 문제의 소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합병을 무산시키기 어려울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측은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합병 관련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등이 

                                       

203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

여-”, 「경영법률」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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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도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볼 경우, 

마찬가지로 가처분의 신청원인이 되게 된다. 합병 관련 가처분은 특

히 합병에서 절차의 핵심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를 막기 위한 가처분

으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주주총

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시도될 수 있다. 

물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의 취소∙무효확인 등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사후구제보다는 사

전구제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일단 주주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하자 있는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의 하자에 

관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유효한 결의로 취급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결의 이전에 이미 그 

절차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 본안소송 제소권자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주주총회 개최

금지∙결의금지∙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게 된다.204 

중국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이나 존부

에 다툼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개최를 강행하

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개최금지 가처분

을 신청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대상인 특정 안건의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여 결의의 취소∙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에 결

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 예방조치로

서 해당 안건의 결의를 금지하는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서는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04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0, 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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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보전 

가.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행위보전 

중국법상에서는 행위보전(行为保全)이 한국법상의 가처분에 해당되

는 것이다.205 중국에서는 1994년부터 대륙법의 가처분과 영미법의 금지

명령(injunction)에 기초하여 행위보전제도를 제시하였고 입법을 제안하

였다.206 그러나 기존의 중국 민사소송법은 재산보전에 대해서만 규정하

고 행위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207 2013년 민사소송법을 개정

하면서 개정 전보다 보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신청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행위도 보전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다

른 사유로, 판결의 집행이 어렵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

힐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전과 일정한 행위를 행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결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취할 

                                       

205 任重， “我国诉前行为保全申请的实践难题: 成因与出路”, 「环球法律评论」, 

2016, 78면. 

206 江伟，「民事诉讼法」第五版, 高等教育出版社,2006, 115면. 

207 <최고법원의 민법통칙에 대한 몇 가지 의견(最高人民法院对民法通则的若干

问题的意见)> 제162조는 소송과정에서 침해정지, 방해배제, 위험제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제때에 권리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최고법원의 특허분쟁사건심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에 대한 해답(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에서는 

법원이 특허침해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권리침해자가 특허 무효의 선고를 

이용하여 일부러 소송을 지연하여, 계속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 자주 발행한다…특허권자가 재산보전 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법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권리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권

리침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비록 ‘재산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전의 내

용에는 피고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행위보전제도의 지적재산권 영

역에서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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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결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행위보전을 신청하는 요건으로는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피신청

인의 침해를 받고 있거나 또는 받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행위보

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손해가 확

대될 우려가 있으며,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하여 발생하는 신

청인의 손해가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보다 

큰 경우이다. 다만, 행위보전조치로 인해 공공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위보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2016.4.12. 최고법원이 발표한 <회사법해석4의 의견수렴안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征求

意见稿))>208 제10조209 제1항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실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

리가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

청에 의해 해당 결의의 진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사원총회 또는 주

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사전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보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12.5. 최종적으로 통과된 회

사법해석4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여전히 민사소송법상

의 일반조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208 최고법원의 <회사법>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4)(의견수

렴안)에 대한 사회대중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공고,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19342.html 

209 회사법해석4, 제10조(행위보전)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실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리가 보상받

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 해당 결

의의 진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이 규정하는 행위보전조치를 취할 

때, 회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원고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결의의 진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법원이 심사 후, 원고의 신청에 고의적인 방해 또는 결의를 지연하려

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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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보전의 신청 관련 사항 

실제에서는 행위보전의 신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를 보전하

는 결정이 내려지기는 더욱더 어렵다. 

(1) 신청인의 담보제공 

신청인은 행위보전을 신청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 담보제

공을 요구하는 것은 행위보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210 보전 신

청행위가 착오에 따른 것일 경우, 신청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211 손해배상금은 신청 시 제공한 담보금액에서 공제하게 된

다. 담보제공금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한다.212 

(2) 행위보전에 대한 법원의 심리(审理)기간 

중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행위보전에 대한 

사건을 수리한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

다.213 특허사건의 경우에도 행위보전 결정에 대한 심리기간을 48시

                                       

210 중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바로 보

전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권리이익이 보상받을 수 없는 정도

의 손해를 받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이전에 보전대상재산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211 제105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전조치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2 중국 민사소송법해석 제152조 제2항: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보전청구금액과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수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소송 전 행위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담보금액을 결정한다. 

213 민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보전조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 <소송 전 특허권침해행위 정지 규정> 제9조 제2항: 법원은 48시

간 내에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를 소환하여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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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사건에 비해서 심리해야 하는 내

용의 범위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3. 개선방안 

가. 보전신청 어려움의 해소 

행위보전에 대해서는 회사법상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주주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명확

하지 않다. 또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시행된 최고법원의 회사법해석4는 

기존에 공개한 의견수렴안이 포함하고 있던 결의에 대한 사전금지와 

관련 행위보전 조항을 삭제하였다. 회사법해석4에서 해당 조항이 최

종적으로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총회결의의 진

행을 금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은 잠정적이지만 본안판결에 승소한 

것과 유사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신청인은 행위보전이 아

니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피신청인

은 사후에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일단 

개최가 금지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엄격한 기

준에 의해 보전 필요성 판단에 대한 부담 등이 염려된 것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법상의 행위보전은 그 절차적 요건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법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행위보전과 관련한 절차적 요

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하에서 주주가 사전적 금지를 청구

하여 불공정한 합병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위보전에 의한 금지청구마저도 가능하지 않다면 사전적인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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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통제수단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나.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요건 하자에 대한 가처분 

중국 민법상 행위보전에 의한 청구로 가처분을 운용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은 절차상 하자에만 주안점을 두고 합병비율은 

가처분에서 다투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가 합병에 대해 사전적 금지를 청구하는 게 되는 이유는 궁극

적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받게 되는 합병대가가 충분하지 않으므

로 주주 자신 내지는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

롯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주주와 회사

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들 사이에서도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정과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없이 이사회가 산정하고 주주총회가 승인

한 합병비율이라면 공정한 합병비율로 인정하여야 하고, 합병비율 대

해 소수주주가 다른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산정방식으로 인해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 또는 ‘주주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

는 후술하게 될 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결의의 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합병을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낮은 대가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

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될 것이다. 

 



 

 150 

제2절 합병 무효의 소와 합병계약 무효의 소 

I. 문제의 제기 

중국 회사법은 합병무효의 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합병은 당사회사간의 합병계약에 따른 행위이므로, 만약 합병행위에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유214가 있다면 합병의 이해

관계자는 법원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215 다

만, 회사법상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통칙>과 <

계약법>상의 관련 규정과 원칙을 적용하여216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합병으로 이익이 침해된 주주는 해당 거래의 무효를 주장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은 당사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대한 변화를 사후에 번복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그리고 합병계약 무효의 소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속회사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소멸회사는 

이행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에 주

주의 손해도 포함되는 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

하였다. 

                                       

214 흔히 볼 수 있는 무효원인 중의 하나는 회사법 37조1항9호, 9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215 赵旭东, 「公司法」第四版, 高等教育出版社, 2015, 352면. 

216 그 외에 2003.1.3. 최고법원이 발표한 <기업재편과 관련한 민사분쟁사건

의 몇 가지 문제의 심리에 관한 규정> 17조, 18조, 19조는 각각 기업매매계

약의 불생효(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不生效), 기업매매행위의 무효 및 매

매행위의 철회에 대한 규정도 참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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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합병 무효의 소 

1. 소송당사자 

합병 무효의 소는 주주, 채권자, 합병심사기관이 제소권자가 된다. 

그러나 2005년 회사법 개정 시 합병에서의 기존에 채권자 보호절차

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합병

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2. 무효사유 

합병무효의 사유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하게 합병계약의 하자 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로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합병비율의 불공정

성과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이행 등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

병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무효사유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가. 합병계약의 하자 

합병계약서가 법정 기쟁사항을 누락하는 등 합병계약의 효력이 부

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의 무효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III부분

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회사의 합병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합병은 무효이다. 그러나 합병의 무효가 바로 합병계약의 무효

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가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되는 것이다. 

비록 합병 이전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주

주총회 결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152 

관련 사안에서 법원은 “합병 시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회사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는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강행성은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

이고, 회사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권리를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

다. 그 취지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가 주주총

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합병 등의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내릴 경우, 

주주는 해당 행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撤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당사자인 법인주주들간에는 비록 주주총회 결의의 

승인은 없었지만, 합병에 대해 모두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합병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식하지 않

으므로, 당사자간에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회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

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17 

학설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 결정이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모든 주주들이 해당 행위를 알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찬성의사를 표시하였고, 합병 이후에도 회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의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218 

                                       

217 最高人民法院(2002)民二终字第137号, 农行黄梅县支行, 湖北博仁制药公司与

正昌公司企业兼并合同纠纷案 

218 刘俊海, 「新公司法的制度创新: 立法争点与解释难点」, 法律出版社, 2006, 

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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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합병계약 무효의 소 

1. 합병계약무효의 소 

가. 합병계약무효의 사유와 효과 

(1) 사유 

합병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상의 강행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에는 합병계약의 무효사유가 된다. 실제 사례와 결부해 보면, 그 사

유에는 ①회사가 채권자의 채무상환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

우, ②국유 성격의 회사가 아직 주관부문으로부터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각종 계약에 대한 청구권은 소송시효가 2년

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병계약으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채권자에 의한 합병계약 취소 

회사의 합병은 제3자 특히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계약법 제7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

합리한 가격에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쳤을 뿐

만 아니라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

로 채권자는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최고법원의 

판결에서도 채권자가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219 

그러나 실무상 채권자가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219  最高人民法院(2006)民二终字第108号, 中国信达资产管理公司太原办事处与

华懋中发企业投资发展有限公司、中国中小企业投资有限公司、太原鑫龙人造

革厂企业兼并合同纠纷案 



 

 154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2005년 회사법 개정 

시에 기존에는 합병∙분할과정에 모두 적용하던 채무상환과 담보제공

에 관한 채권자 보호 규정을 분할에서는 삭제하였고 합병에만 규정하

면서, 해당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합병을 할 수 없다

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채권자 보호절차가 생략된 경우에도 

회사의 합병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20 이러한 견

해에 의하면, 우선 채권자는 합병계약의 체결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음으로, 계약법의 규

정에 따라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인데 현행 회사법은 이미 

채권자 이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강행 규정을 삭제

하였으므로 계약법 위반 사항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합병계약으로 

채권자 이익이 침해될 경우 채권자는 합병 전의 회사 또는 합병 후의 

회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의 효력은 채

권자 이의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률규정 

(2) 효과 

합병계약의 무효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합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둘째, 합병계약의 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적

용되지 않는다. 셋째, 계약의 무효로 계약체결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

담하게 될 수 있다. 계약이 무효되거나 또는 철회된 경우 잘못이 있

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당사자 모두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합병계약무효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장회사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비공개회사와 유한

                                       

220 张海棠, 「公司法适用与审判实务」第二版, 中国法制出版社, 2012,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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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합병과 관련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 합병계약을 둘러싼 다툼이다(표9).221  물론 합병당사회사 일

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도 많지만, 회사법상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이 합병계약의 무효를 통하여 합병의 무효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

해 제기되는 경우도 다수이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는 합병계약을 체

결한 계약당사회사(합병당사회사)이다.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합병계

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22 제소권자에 대해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223 합병계약

무효의 소를 주장하는 제소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도 합병계약의 당사자는 주주가 아닌 회

사이므로 주주는 합병계약무효의 소에 대한 제소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224 

법리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합병계약 무효는 불공정한 합병을 무효

화하여 소수주주의 피해를 보상시켜주는 합병무효의 효과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합병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

유가 있거나 또는 계약의 법정 무효 사유225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

                                       

221 중국은 법원의 판결(결정)문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법원지정사이

트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판결들이 대다수

이고 공개되는 판결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당 수치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해당 수치만으로 내린 판단은 정확하

지 않을 수도 있다. 

222 계약법 제52조, 제58조. 

223 赵旭东, 「公司法」第四版, 高等教育出版社, 2015, 352면, 刘俊海 著, 「现

代公司法」第三版(上下), 法律出版社, 2015, 731면. 

224 2013.4.9. 陕西省西安市中级人民法院(2013)西民四终字第00247号 결정 (표

13의 13번). 

225 계약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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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26  또한 

판례도 합병계약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직접 합병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227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합병무효의 소에 대해서 관련 법령으

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9. 2004년-2017.9.까지 합병관련 소송 건228
 

연

번 
판시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내용 

1 15.11.24 
山东省日照市东港

区人民法院 

(2015)东商初

字第 1983-2号 

결정 

재산보전(가압류) 

2 15.07.07. 
南京市雨花台区人

民法院 

(2014)雨商初

字第 236号 
합병계약의 효력 

3 15.04.10. 

广西壮族自治区南

宁市西乡塘区人民

法院 

(2014)西民二

初字第 863 号 
합병계약의 효력 

4 15.02.09. 河南省周口市川汇 (2014)川民初 합병계약의 효력 

                                       

226 刘龙飞, 「公司诉讼实务精要」, 中国法制出版社, 2011, 221면. 

227 2013.5.23. 浙江省淳安县人民法院(2012)杭淳商初字第1号 판결, “합병계약

의 무효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를 뒷

받침하는 사실적 근거이다. 회사의 합병무효 판결에서 합병계약과 주주총회 

결의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서는 확인(认定)을 하는 것이고 판결(判决)

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합병계약무효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민법통칙 55조(민사법률행위요건)와 

회사법 180조에 따라 합병의 무효를 판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합병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228  검색된 판결문은 14건이고 결정문은 17건이었으나, 나머지는 소의 철회 

결정이나 기타 소송절차 관련 법원결정이라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案由가 

‘公司合并纠纷’이 아니라 다른 案由들로 제기되었으나 합병 관련 분쟁인 소

송 건들도 있을 수 있다. 2011.2.18. 最高人民法院의 <民事案件案由规定> 

211조는 ‘회사 관련 분쟁 사유’하에 25개의 案由를 규정하고 있다.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전부 유한회사에서 제기된 소송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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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판시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내용 

区人民法院 字第 01547 号 

5 14.10.14. 
江苏省常州市中级

人民法院 

(2014)常商终

字第 361号 

인수합병 

구두계약의 효력 

6 14.07.25. 
内蒙古自治区阿拉

善左旗人民法院 

(2014)阿左商

初字第 58号 
합병계약의 효력 

7 14.07.21. 
内蒙古自治区阿拉

善左旗人民法院 

(2015)阿左商

初字第 34号 
합병계약의 효력 

8 14.07.17. 
山东省高级人民法

院 

(2014)鲁商终

字第 180号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14.06.20. 
上海市第一中级人

民法院 

(2014)沪一中

民四(商)终字

第 105 号 

자산양도가격 

보충협의 효력 

10 13.12.12 
浙江省杭州市中级

人民法院 

(2013)浙杭商

终字第 1248 号 
합병계약의 효력 

11 13.06.13. 
浙江省杭州市江干

区人民法院 

(2013)杭江笕

初字第 111 号 
합병계약의 효력 

12 13.05.23. 
浙江省淳安县人民

法院 

(2012)杭淳商

初字第 1号 

주주총회결의 

무효와 합병계약 

무효 

13 13.04.09. 
陕西省西安市中级

人民法院 

(2013)西民四

终字第 00247

号 결정 

합병계약 관련 

제소자격 

14 11.06.03 长葛市人民法院 
(2010)长民初

字第 00646 号 
합병계약의 효력 

15 11.02.22. 
浙江省永嘉县人民

法院 

(2011)温水商

初字第 28号 

합병에 기한 

보유주식 교부 

16 07.08.21 最高人民法院 
(2005)民二终

字第 38 号 
합병계약의 효력 

 



 

 158 

2. 존속회사의 계약불이행과 소멸회사 주주의 보호 

가. 불이행책임 

합병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때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하는 수 밖에 없다. 

소멸회사가 이행을 거절하게 되는 사유는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매수가 제안되었을 수 있고, 존속회사가 이행을 거절하는 사유는 교

부금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회사가 매수자금 조달에 실패하였

을 수 있다.  

당사회사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다른 당사회사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계약 위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중국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중국 민법 393조 1항).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계약에 대해서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므로 합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이행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존속회사와는 

달리,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속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소멸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

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1)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 

이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형평법원의 판결(In re IBP., 

Shareholders Litigation, 789 A.2d 14 (Del.Ch. 2001))은 뉴욕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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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준거법으로 하는 합병계약에서 소멸회사가 존속회사를 상대로 채

무불이행에 의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을 합병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

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2001.1. 미국 최대의 닭고기회사인 Y(피고)는 미국 최대의 소고기

회사인 X(원고)간에 X의 주식 1주당 Y의 주식 30달러 상당을 교부

하는 것을 합병조건으로 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Y의 주주총회 승

인도 얻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말 Y는 X에게 합병계약 중의 표명

보증조항의 위반이 있고, 또 X의 제1사반기의 영업실적 등이 MAC조

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합병계약의 해지를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

였다. X는 Y의 계약해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소를 제기하고, 

합병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하였다.  

델라웨어형평법원은 합병계약의 준거법인 뉴욕주법에 근거하여 판

단하였는데, X에게는 합병계약상의 표명보증조항위반도 MAC조항 해

당 사실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X의 구제로서 합병계

약의 특정이행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용하는 이유의 하나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려면, X를 다른 매수상대에게 매각하는 경

우의 평가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생기고,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

려움이 있지만, 특정이행을 명하면 없어진다고 판단하였다.” 

2) 합병계약상의 권리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판례 

그리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뉴욕주법을 계약준거법으로 하는 합

병계약의 해석으로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번복하는 

판시를 하였다(Consolidated Edision, Inc v. Northeast Utilities, 426 

F .3d 524 (2d Cir. 2005)).  

“전력회사 Y(피고)와 같은 업종 X(원고)는, 전자가 후자의 모든 주

식을 36억 달러(이전의 X주식 시장가격총액을 12억달러 가량 상회하

는 금액)으로 취득하는 취지의 교부금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로부

터 몇 개월 후인 2001.3.에 Y는 X에게 그 평가를 대폭 저하시키는 

MAC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X가 매수가격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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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한 합병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표명하였고, X가 매수

가격의 인하를 거절 한 후, 합병계약의 해지를 선언하였다.  

X는 MAC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고, Y의 합병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소하였다. Y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 따

라 X의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한 것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이것을 

배제하고 X가 주주를 대신하여 Y를 상대로 12억 달러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X의 한 주주가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

는 형태로 해당 소송에 참가하고, Y를 상대로 12억 달러의 배상청구

를 하였는데, 연방지방법원은 이 주주의 소권을 인정하고 X의 소권은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Y 및 X가 모두 항소하였으며,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주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번복하고 주주의 집단

소송 제기권을 부정하였다. 즉 합병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합병계약의 수익자(third-party beneficiaries)인 X의 주주에게, 12억

달러의 프리미엄 청구권을 포함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주주의 청구권의 발생은 합병의 효력발생(completion of the 

merger) 후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았다. 합병계약상에는 별도로 X의 주주의 소권을 기초로 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X 및 X의 주주가 뉴욕주의 판례법(prevention doctrine)을 

인용하여, 고의로 정지조건의 성립(합병의 효력발생)을 방해한 Y는 

계약의무의 이행(12억 달러의 프림미엄 지불)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설령 해당 법리가 적용

되더라도, 해당 법리는 계약에 포함된 의무 이상의 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X 또는 X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계약이 인정하는 구제

의 범위를 벗어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구제를 부여하

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X가 주주를 대신하여 Y를 상대로 12억 

달러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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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였다.”22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멸회사와 그 주주 모두 합병계약에서 정한 

권리 이외의 것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존속회사가 합병계약

에 위반하여 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멸회사는 그 주주의 손해에 대해

서까지 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물론 이 판시에 대해서

는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

되고 있다. 

3)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균형 

만약 존속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주의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한다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

행에 대해 존속회사는 이행이익의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소멸회사는 신뢰이익의 배상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동

일한 사유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멸회사가 그 주주의 손해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

다.230 

그러나 소멸회사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행이익의 귀속에 따른 손

해까지 청구하게 하는 근거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위에 본 미국의 

판례에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

련하여, 그 근거로 합병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이른바 

‘제3자손해청산(Drittschadensliquidation)’의 법리를 적용하여 소멸

회사에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31  

                                       

229 江頭憲治郎, “合併契約の不履行―存続会社の不履行と相手方の救済”, 前田重

行先生古稀記念「企業法・金融法の新潮流」, 商事法務, 2013, 252-253면에

서 재인용 

230 江頭憲治郎, “合併契約の不履行―存続会社の不履行と相手方の救済”, 前田重

行先生古稀記念「企業法・金融法の新潮流」, 商事法務, 2013, 254면. 

231 江頭憲治郎, “合併契約の不履行―存続会社の不履行と相手方の救済”, 前田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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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병무효의 소와 함께 전형적인 사후적

(ex post)인 구제수단이다. 문제는 합병무효의 소는 실제로 인용되

기 쉽지 않고 또한 그 인용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합

병을 추진하는 이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합병무효보다는 개인적 

손해배상책임이 더 강력한 억지효과를 갖는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사후적인 구제수단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은 소수주주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할 것이다. 

특히 전술한 제도들에 대한 검토와 후술하게 될 투자자보호기구에 

대한 검토로부터 볼 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쩌면 중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

국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중국에서의 해석적, 입법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이론적인 모델에 기하여 이사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의 추궁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사의 배임책임 등과 관

련하여 일부 이사 개인의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참조

하기로 한다.  

I. 합병에서 이사의 의무 

1. 합병과정에서 이사의 역할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주주는 합

병결의사항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는 것일 뿐, 해당 결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을 추진의사를 비롯하여 그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 과정은 모두 

                                       

行先生古稀記念「企業法・金融法の新潮流」, 商事法務, 2013, 254-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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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이사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합병의 핵심이 되는 합병비

율을 정하는 합병계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된

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지배적 지위에 있

는 이사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이사

가 합병비율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합병비율 내지는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이사의 역할

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2. 합병의 공정성과 이사의 의무 

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한국 민법 제681조가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한국 상법 

제382조 제2항). 이 의무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에 위

반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는 물론 항상 회사에 최선

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합병에서 이사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

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에 불리한 합

병이 이루어질 경우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 한하여 이

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

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다”고 판단되어232  결과적으로는 이사의 의무위반이 부정되었다. ‘합

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

정된 판례는 아직 없다. 

                                       

232  대법원 2013다62278 판결(충북방송), 대법원 2003다69638 판결(삼성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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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주의의무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도 인정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법

상 이사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 또

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후술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주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3.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이사의 책임추궁 필요성 

직무수행상의 부주의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

을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상법은 이사라는 지위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는 다른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

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한국 상법 제399

조 제1항). 

그 외에 상법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이사

는 제3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와 관련

한 이사의 활동이 제3자의 손실로 파급될 경우 이사로 하여금 이를 

전보하게 하여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401조 제1항). 

그러므로 불공정한 합병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상 이사의 책

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합병에서의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만약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되면 그 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므로 이사의 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합병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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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주장하는 주주에 대한 보호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충분하다

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233 그러나 아래와 같이 수긍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 합병승인결의에 의한 이사의 책임 면제 

거래가 독립당사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간에 이루

어진 것인지를 구분하여, 주주총회결의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지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방식으로 여전히 이사의 책

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합병무효의 원인으

로 볼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

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주주의 손해보상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

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는 ‘공정한 가액’(상법 제

374조의2 제5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거래 자체에 반대하는 주주의 퇴출권

을 보장하는 것일 뿐,234 해당 권리를 통해 주주가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된 손해까지 배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

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는 별개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많으면 지배주주도 희망하는 거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공정 합병의 시도를 억제

                                       

233 上柳克郎, 「会社法∙手形法論集」, 1980년, 194면, 弥永真生, “著しく不当な

合併条件と差止め損害賠償請求”, 626면 각주2에서 재인용.  

234 회사는 합병의 공정성을 사유로 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 받는 법원도 합병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龍田

節, “合併の公正維持”, 「法学論叢」 第82巻第2∙3∙4号, 283-284면 각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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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방적 기능은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갖는 예방적 기

능만으로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래에는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II. 불공정한 합병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합병의 불공정이라고 하면 합병의 조건이나 절차가 불

공정한 것을 말하는데, 특히 합병비율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많이 문

제된다. 그 이유는 합병비율은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배정의 기준이 되는 소멸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하는데, 실질

적으로 합병의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이다. 

만약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주

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려면 그 책임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손해를 입은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만약 불공정한 합병조건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면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책임을 게

을리할 시에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회사의 손

해가 아닌 주주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주가 직접 이사의 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누가 손해의 주체

가 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논의의 필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를 가설하여 손해를 산

정해본다. A, B 두 회사는 A를 존속회사로 하고 B를 소멸회사로 하

는 합병을 한다. 합병 전 A, B 두 회사는 각각 자산이 300만원이고, 

부채가 200만원 순자산이 100만원이며, 발행주식수 100주이다. 그리

고 주식은 1주당 순자산과 같은 금액인 1만원으로 거래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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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래에는 공정한 합병비율이 1:1이라는 가정 하에 존속회사에 

불리한 비율인 1:3과 소멸회사에 불리한 비율인 1:0.25로 각각 합병

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손해와 책임을 추궁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본다. 

1.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 

우선, 1:3의 합병비율로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합병의 대가가 주식인지 교부금인

지에 따라서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와 손해이익관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서 검토하였

다. 

가. 합병신주만을 발행하는 경우 

(1) 견해의 대립 

1:3의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한 대가로 존속회

사 주식 3주를 교부하는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발

생하는 손해에 대한 견해는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 존속회사의 손해라는 입장 (존속회사 손해설) 

가) 논거 

‘존속회사 손해설’은 존속회사의 관점에서 흡수합병은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서 발행가액

이 현저하게 저가인 경우 회사손해를 인정하는 한국 대법원판례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의 논리에 따라 합병조건이 존

속회사에 불리한 경우 존속회사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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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

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

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

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

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

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

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

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신주의 염가발행과 관련하여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달

리 보았고,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염가로 발행한 ‘회사’의 손

해를 인정하였다.. 

회사손해설에 따르면, 회사합병의 경우도 합병신주가 발행되는 점

에서 일반적인 신주발행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인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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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낮은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합병 

시 신주발행의 경우(즉 이 때에는 발행가액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

라 발행수량이 많다는 것이 문제임)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대가가 공정한 가

격보다 과다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 신주발행에서의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주의 염가발행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합병비율과 발행가격이라는 것은 그 기능

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발행가격은 다른 곳에서 자본증가액∙납입금

액 기준으로서의 기능도 있다는 점이다. 즉 합병비율은 각 합병당사

회사간에서의 주식의 배정비율이고, 이것과 합병에 의한 자본증가액

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임에 반해, 발행가격은 한편으로는 발행

가격 자체가 자본증가액∙납입금액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

르다는 것이다. 발행가격은 증가자본액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

에 자본충실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합병비

율은 합병으로 인한 증가자본액이랑 승계되어야 하는 자산의 총액을 

결정해야 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불공정

한 경우에도 그것 자체에 의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자본충실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주식의 배정비율을 표시하

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235 

나) 존속회사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존속회사 손해설에 따르면, 주주가 청구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과 

책임추궁방법은 아래와 같다.  

a. 손해배상금액 

존속회사의 손해로 인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주의 염가발행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손해배상금액을

                                       

235 杉田貴洋, “合併比率の不公正と会社の損害”, 「法学政治論究」 제48호, 慶

應義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1, 297-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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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

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

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

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대법원과 같은 논리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

는 손해금액은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한 부분만큼인 소멸회사 

주주에게 실제로 발행되어야 할 금액과 염가로 발행된 금액의 차액이

다. 위 가상사례에 적용해 보면, 존속회사와 각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이익과 이사의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이익 및 이사의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효과 

공정한 합병비율 

(1:1) 

X 

(존속회사 A 의 

주주) 

Y 

(소멸회사 B 의  

주주) 

A 

(존속회사) 

보유주식수 100  100  200  

1 주당 주식가치 10,000  10,000  10,000  

보유주식가치 1,000,000  1,000,000  2,000,000  

손해금액 0  0  0  

존속회사에 

불리한 비율 

(1:3) 

X 

(존속회사 A 의 

주주) 

Y 

(소멸회사 B 의  

주주) 

A 

(존속회사) 

보유주식수 100  300  400  

1 주당 주식가치 5,000  5,000  5,000  

보유주식가치 500,000  1,500,000  2,000,000  

손해금액 500,000  (5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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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존속회사 A 에 차액인 2,000,000 원을 배상하는 경우 

1 주당 주식가치 10,000  10,000  10,000  

보유주식가치 1,000,000  3,000,000  4,000,000  

배상 후의 

손해이익 
0  2,000,000  - 

존속회사 A의 이사는 주식 300주를 소멸회사 B의 주주 Y에게 발

행하면서 300만원(10,000원/주*300주)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100만

원에 염가로 발행한 것이므로 회사에 2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는 합병 후의 회사에 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이사가 회사에 200만원의 손해금액을 배상한다면, 존

속회사 A의 주주인 X는 합병 이전의 부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문제점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이득을 보았던 

주주도 함께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부

당한 이득을 얻은 소멸회사 B의 주주인 Y는 유리한 합병비율로 원래 

갖고 있던 100만원의 재산이 15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사의 

배상으로 다시 300만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중이득으로 총 200만원

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b. 제399조 및 제403조에 의한 책임추궁 

존속회사의 손해로 인정되면 이사는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에 의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

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의 제기에는 일정

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주주는 사전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

사의 감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하게 된다(상법 제403조 제3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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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간의 경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를 하였더라도 

3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

4항).  

또한, 현행법상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

주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청

구할 경우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제7항). 

2) 존속회사 주주의 손해라는 입장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 

가) 논거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존속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점에 주목한다. 신주의 염가발행에 관한 위 대법원의 판단

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존속회사 주주설에 의하게 된다. 신주 

염가발행에 관하여, 일부 견해는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했다 하더라

도 회사의 재산에는 순증이 있으므로 통상의 손익개념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신주가 구주와 등가의 가치를 누리면서 

구주의 시가에 미달하는 재산을 동반하여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

과가 생겨 기존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236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는 가

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금을 형성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는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형성하면 될 뿐 그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형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또 회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형성할 것

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신주

                                       

236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정의」, 2006, 103-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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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에 의한 자금형성의 과정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말미암아 구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나, 신주발

행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서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종전 주식

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

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배임죄의 원칙상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다”는 별개의견237이 있었다. 

그 외에, 일본의 다수설238과 판례239는 설령 합병비율이 합병당사

회사의 자산내용으로부터 보아 불합리∙불공정한 것이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에 비하여 과당한 주식이 배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모두 포괄적으

로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존속회사 자체에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소송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나)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에 따르면, 주주가 청구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액과 책임추궁방법은 아래와 같다. 

a. 손해배상금액 

존속회사 주주의 손해로 인정되면, 이사는 직접 주주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

금액은 주가 하락에 따라 감소된 보유주식가치인 50만원으로 보게 

                                       

237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중 대법관 양승태의 별개의견. 

238 田中亘, 「会社法」, 東京大学出版会, 2016, 653-655면, 江頭憲治郎, 「株

式会社法」 第六版, 有斐閣, 2015, 857면, 今井宏 외 5인, 「合併の理論と

実務」, 2005, 93면 今井宏 의견 등. 

239 오사카지방재판소 평성12년5월31일(Rengo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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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이사는 주주에게 5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사가 직접 주주에게 50만원의 손해금액을 배상하게 

되면, 존속회사 A의 주주 X는 합병 이전의 부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리고 소멸회사 B의 주주 Y와 존속회사의 보유자산에는 당연히 손해

배상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과정에서 이득을 본 

Y가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이중이득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

는다. 

b. 제401조에 의한 책임추궁 

존속회사 주주의 손해로 인정되면, 이사는 상법 제401조의 제3자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주주는 직접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사유로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

이 입은 손해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소 자격이나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제401조의 책임은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의 주관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을 주관

요건으로 하는 제399조의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주주의 

증명책임은 어려워지게 된다. 

3) 존속회사도 존속회사 주주도 손해가 없다는 입장 (손해부인설) 

이 견해에 따르면, 불공정한 합병비율인 경우 자본거래일 뿐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위 2)의 입장과 동일하다. 나아

가 합병비율은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개별 주주가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불공

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의 피해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구제수

단에 의하면 충분하고, 주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검토 

앞의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부정하는 

손해부인설은 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하게는 존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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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설과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존속회사 손해설이 유력한 입장으로 보인다.  

아래에는 존속회사 손해설과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주주 보호에 보다 효과적인지를 

살펴본다. 

1) 존속회사 손해설의 한계 

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소멸회사 주주)의 이중이득 

존속회사 손해설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불리한 합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소멸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손해배상으로 또 한번의 이

득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신주의 염가발행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저렴한 가

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손해가 아닌 상승하지 못한 주식가치로 인한 기존 주주

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의 이중이득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비하여 많은 량의 

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였기 때문에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

식가치가 하락되고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함에 따른 이중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신주의 염가발행은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납입자

본금의 부족’이 문제된 것인 반면, 합병은 단순히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납입자본금의 부족’뿐만 아니라 합병과정에서의 ‘주가하락’도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중이득의 문제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본 

주주가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도 생기게 된다. 

그 외에, 신주의 염가발행과 관련한 상법 제424조의2의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여 합병에

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의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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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이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에 따른 이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인 경우와의 형평 

후술하듯이, 만약 존속회사가 아닌 소멸회사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

이 이루어지고, 존속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해로 인정된다면,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소멸로 손해배상을 받을 주체 없게 

되므로 주주가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을 취하게 될 것이고,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이 이루어진 경

우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리구조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위의 문제점들로부터 볼 때,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을 

취하여 손해이익에 대한 보상과 합병당사회사간 주주 보호의 형평성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가)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 문제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은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신주의 염가발행과 관련해서도 ‘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

니면 ‘주주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논의되어 왔

지만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대법

원은 이 사안에서 신주의 염가발행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할 때는,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발행과 제3자에 대한 배정을 달리 보아야 한

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와 제3자에 대한 신주

의 염가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달리 보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직 의

문은 남아있다. 

또한 합병 시의 신주발행은 일반적인 신주발행은 해당 거래만을 보



 

 177 

았을 때는 거의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도 갖고 있다.  

나) 합병에 따른 회사의 해산 

합병의 경우에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신주발행과는 또 다른 근본적

인 차이점이 있다. 합병거래의 기본적인 특징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이다. 하지

만, 절차적으로는 청산이라는 과정이 생략된 것일 뿐, 경제적으로는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간접손해의 

배상을 부인하는 이유는 회사에 의한 직접적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

기 때문이다. 회사가 청산된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주주

의 직접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파산법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회사재산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로 하여금 이러한 간접손해에 관하여 이사를 상대로 위 법조항에 의

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

시하고 있다.240 위 판결을 반대해석하면 청산 이후에는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병에서 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을 경우 주

주의 직접손해로 인정하여 제401조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다. 

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1) 견해의 대립 

신주발행이 아닌 교부금을 대가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아

래와 같이 입장이 나뉘고 있다. 

                                       

240 서울고등법원 2002나71155 판결 (만도기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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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회사의 손해라는 입장 (존속회사 손해설) 

가) 논거 

‘존속회사 손해설’은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가로 교

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

멸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견해이다. 

일본의 판례와 다수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일본 판례는 

주식을 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

정되었고 존속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에 의

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사안에서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합병교부금

의 지불이라는 형태’로 자산의 유출도 없고, 또 새로운 채무부담도 

없기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주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존속회사

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존속회사 자체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241 다시 말해서, 교부금의 지불

이 아닌 주식을 대가로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존속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학

설은 판례의 논리가 적용될 경우, 금전 등을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에 

서는,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높은 합병대가가 지급되면 존속

회사의 재산이 지나치게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다수설이다.242 다만, 아직 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해서는 이러

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존속회사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을 볼 때, 과다하게 평가된 대가만큼의 차액을 이

사가 회사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는 합병으로 입은 손해만큼 보상받게 

된다.  

                                       

241 오사카지방재판소 평성12년5월31일(Rengo제지). 

242 田中亘, 「会社法」, 東京大学出版会, 2016, 653-655면, 江頭憲治郎, 「株

式会社法」 第六版, 有斐閣, 2015, 85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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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99조 및 제403조에 의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

궁할 수 있다고 존속회사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2) 존속회사 주주의 손해라는 입장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 

가) 논거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은 주식을 대가로 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존

속회사 주주의 손해로 인정된다는 점에 전제로,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다는 전제적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교부금과 주

식을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일본 또한 설령 위의 판례의 논리가 적용되어 교부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손해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법리적 구성을 달리 

하여 간접손해에 대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법리적 구성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의 여지

를 남겨두는 견해가 있다.243 

나) 존속회사 주주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을 볼 때, 과다하게 평가된 대가만큼의 차액을 이

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배상하면 주주는 합병으로 입은 손해만큼 보

상받게 된다. 

b. 제401조에 의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고 존속회사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2) 검토 

교부금을 교부하는 합병은 대가에 착안점을 둘 경우, 현금을 대가

                                       

243 田中亘, 「会社法」, 東京大学出版会, 2016, 655면, 금전을 대가로 하는 흡

수합병에서 대가가 부당하게 고액인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재산이 지나치게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해야 하고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책임추

궁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주주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는 간접손해에 대해 주주가 ‘제3자’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아서

는 대가에 따른 손해가 달리 인정되더라도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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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영업양수에 가깝다. 영업양수에서 그 대가가 불공정하

고 양수회사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을 영업양수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

다. 첫째는 합병은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게 되고, 둘째는 

영업양수 후 회사는 기존의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합병 후 존속회사

는 사실상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교부금을 대가로 하는 경우에는 존속회

사의 손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상

법 제401조의 책임을 추궁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주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합병에서 이사의 책임과

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형평성이 유지될 것을 필

요로 하는 경우는 주식과 교부금이 모두 합병대가로 사용되는 경우이

다. 만약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 대가에 따라서 달

라진다면, 동일한 합병거래이고 동일한 합병비율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의 방식이 달라지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교부금이 대가로 지급된 경우 상법 제399조의 책임과 상

법 제401조의 책임을 적용하면서 손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구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2.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을 상정할 때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와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가상사례에서 이번에는 소멸회사 B에 불리하게 1:0.25의 비율로 합

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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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신주만을 발행하는 경우 

합병신주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손해에 관한 논리를 소

멸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소멸회사와 각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이

익과 이사의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여기서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회사 B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존속회사 

A가 행사하는 것이다. 

표 11.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이익 및 이사의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효과 

공정한 합병비율 

(1:1) 

X 

(존속회사 A 의 

주주) 

Y 

(소멸회사 B 의 

주주) 

A 

(존속회사) 

보유주식수 100  100  200  

1 주당 주식가치 10,000  10,000  10,000  

보유주식가치 1,000,000  1,000,000  2,000,000  

손해 0  0  0  

소멸회사 B 에 

불리한 비율 

(1:0.25) 

X 

(존속회사 A 의 

주주) 

Y 

(소멸회사 B 의 

주주) 

B 

(소멸회사) 

보유주식수 100  25  125  

1 주당 주식가치 16,000  16,000  16,000  

보유주식가치 1,600,000  400,000  2,000,000  

손해 (600,000) 600,000  750,000  

1)이사가 소멸회사 B 에 차액인 750,000 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1 주당 주식가치 22,000  22,000  22,000  

보유주식가치 2,200,000  550,000  2,750,000  

배상 후의 

손해이익 
(1,200,000)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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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가 소멸회사 B 에 3,000,000 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1 주당 주식가치 40,000  40,000  40,000  

보유주식가치 4,000,000  1,000,000  5,000,000  

배상 후의 

손해이익 
(3,000,000) 0  - 

 

(1) 견해의 대립 

소멸회사에 불리한 비율로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손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

싼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1) 소멸회사의 손해라는 입장 (소멸회사 손해설) 

가) 논거 

합병신주가 일단 소멸회사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소멸회사의 주주에

게 분배된다는 설정을 전제로,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란 결국 소멸회사

의 기업가치 일부를 부당하게 존속회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이사의 소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244 

나) 소멸회사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 

소멸회사 B는 합병을 통해 100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존속회사 

A에 넘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A회사 주식 100주(1주당 1만원)를 받

아서 다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5주를 받았고 그 결과 소멸회사는 차액만큼인 75만원의 손해를 입

게 된다. 

                                       

244 土田亮, “合併比率の公正確保と株主代表訴訟”, 遠藤美光∙清水忠之, 「企業結

合法の現代的課題と展開―田村諄之輔先生古稀記念」, 153-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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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99조 및 제403조에 의한 책임추궁 

존속회사의 손해로 인정되면 이사는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에 의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

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소송은 소 제기 요건과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외에 담보제공명령 등의 부담도 있으므로,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2)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라는 입장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 

가) 논거 

상법상 존속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는 것은 소멸회사의 주주이지 

소멸회사가 아니므로 소멸회사 이사의 평가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주

주의 직접손해로 본다는 견해이다.245  또한, 설령 소멸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해 회

사가 소멸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의 손해가 ‘간접손해’인지 

‘직접손해’인지를 불문하고 주주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는 것이다.246 

                                       

245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

여-”, 「경영법률」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120면. 

246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

여-”, 「경영법률」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120-121면, 弥

永真生，“著しく不当な合併条件と差止め∙損害賠償請求”, 黒沼悦郎∙藤田友敬, 

「企業法の理論(上): 江頭憲治郎先生還暦記念」, 商事法務, 2007, 655면. 그 

외에 田中亘, 会社法, 655면에서도 논거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소멸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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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이사는 합병으로 인해 주

주가 입게 된 손해(합병 전 보유주식가치와 합병 후 보유주식가치의 

차액인 가치하락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즉 이사

는 손해배상금액 60만원을 배상하게 되고, 주주는 불공정한 합병으로 

입은 손해인 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b. 제401조에 의한 책임추궁 

주주는 제401조에 의해 직접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다. 

(2) 검토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손해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라고 보는 것

이 다수설이고 유력한 견해이다. 또한 판례도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멸회사의 손해는 아니

라고 보고 있다.247 

1) 소멸회사 손해설의 한계 

가) 대가관계에 따른 손해의 불명확성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존속회

사와 달리, 소멸회사가 자산, 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신주발행 

                                       

247 (1)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9. 자 87카37879 결정, 합병 소멸회사인 호

남에칠렌의 소수주주들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사의 위법행위 유

지청구권에 의해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사 신청인 주장과 

같이 호남에칠렌과 대림산업의 1주당 순자산 가치가 1.52:1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회사의 주식을 1:1의 합병비율에 의하여 합병하는 것을 가리

켜 호남에칠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합병비율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주주 유지청구

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동경지방재판소 평성23년9월29

일 판례시보 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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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주의 염가발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

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자산증가간의 대가관계가 분명하

지만,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려면, 합병신주가 

우선 소멸회사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분배된다는 

인위적인 설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상법 제523조 제4호는 “존속하

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합병신주가 직접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 또는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러므로 상법과 모순되는 위와 같은 설정 자체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나)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에 대한 과소보상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회사에서는 주주의 

손해를 보상할 때 과소보상의 문제점이 생긴다.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비율인 경우 ‘합병신주의 대가인 자산 등’을 적게 받아온 경우로

도 볼 수 있으므로 이사의 금전배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소멸회

사에 불공정한 합병비율인 경우 ‘합병신주’자체를 적게 받아온 경우

이므로 자산보충의 성격을 갖는 이사의 금전배상만으로는 괴리가 생

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상에서 차이가 발생한다.248 위의 표에서 보

면, 소멸회사의 주주 Y는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만원의 부가 40만원으로 감소된다. 그 후 소멸회사의 이사가 존

속회사에 75만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 하여 다시 55만원으로 증가하

게 된다. 그러나 손해를 배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회사의 주주 Y

가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만원 보다는 훨씬 부족한 금액에 그치게 된

다.  

                                       

248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

여-”, 「경영법률」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119면, 각주 

66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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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속회사 주주의 이중이득 

전술한 존속회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에도 존속회사의 주주는 이중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즉 표에서와 같

이, 존속회사 주주 X가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만원은 유리한 합병으

로 인해 16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사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다

시 220만원으로 증가한다. 

2) 소멸회사 주주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가)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과의 형평성 

만약 존속회사에 불리한 합병에서 신주의 염가발행에 관한 대법원

의 판례가 적용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이 인정된다. 반면 소멸회사에 불리한 합병은 소멸회사 주주

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으

로 인정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의 단순

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 회사의 존속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단지 사업적 요소만을 고려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책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나)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제3자 책임의 인정 가능성 

만약 소멸회사 손해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회사의 주주가 

아닌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고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로 보아야 할 

경우, 주주는 대표소송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한

지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 이사의 제3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주의 ‘간접손해’가 이사의 제3자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종래로부터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견해의 대립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합병에서는 ‘간접손해’가 제3자 책임의 대상의 범

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합병거래가 갖는 특수성 자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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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사의 제3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주주가 간

접손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가 손해를 배상 받으면 

주주의 간접손해도 따라서 전보된다는 것인데, 합병으로 인해 청산되

는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의 상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주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의 해석상 소멸회사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

루어진 경우 주주는 그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1) 견해의 대립 

1) 소멸회사의 손해라는 입장 (소멸회사 손해설) 

가) 논거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교부금은 소멸회사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분배된다는 설정 하에, 불공

정한 합병비율이란 결국 소멸회사의 기업가치 일부를 부당하게 존속

회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소멸회사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해서는, 소멸회사B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존속회사 A와 합병하면서 실제로 받은 대가 25만원과 공정

한 대가 100만원과의 차액인 75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b. 제399조 및 제403조에 의해,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2) 소멸회사 주주의 손해라는 입장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 

가) 논거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교부금은 직접 소멸회

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것이므로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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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주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회사에 손해가 발

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소멸된다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주주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해서는, 합병교부금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

속되었다가 다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금액에는 차이

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멸회사 손해설에 따른 금액과 동일하다.  

b. 제401조에 의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3) 존속회사의 손해라는 입장(존속회사 손해설) 

가) 논거 

그 외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존

속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나) 존속회사 손해설에 따르는 경우의 처리 

a.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해서는, 위 두 경우와 동일한 손해금액이 

발생한다. 

b. 제399조 및 제403조에 의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소멸회사의 이

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이사가 배상한 손해금액은 존속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2) 검토 

1) 소멸회사 손해설의 한계 

주식을 발행 받는 경우에는 소멸회사 손해설에 따르면 소멸회사 주

주의 손해에 대한 과소보상과 존속회사 주주의 이중이득이 문제로 지

적되었다. 그러나 교부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을 발행 받는 경우에 보았던 대가관계에 따

른 손해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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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회사 손해설의 한계 

존속회사 손해설에 따르면, 소멸회사의 이사는 존속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불공정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금교부금 합병

에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을 통하여 주주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존속회사를 통하여 그 손해를 간접적으로 보상받는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렵게 된다. 반면에 존속회사의 주주는 다시 이중이득을 얻게 

되는 난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3)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입장이 갖는 한계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소멸회사 주주 손해설을 취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

주를 보호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중국의 합병 관련 소송의 실제와 그 대안 

I. 중국 합병 관련 소송의 한계 

중국에서는 상장회사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관리감독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

위’ )의 중재 하에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다.249 분쟁의 해

                                       

249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모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분쟁해결방식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한 해

결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郭星华, 「社会转型中的纠纷解决」 , 中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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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합

병 관련 소송은 지방보호주의, 사후적 책임에 대한 입법의 부재, 주

주의 제소능력 등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이러한 한

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1. 지방보호주의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地方保护主义)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법

(司法)영역에서도 지방보호주의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단일국가이지만 헌법에 따라 단계별정권체제(多级政权

体制)를 시행하므로, 중앙(中央)으로부터 성(省), 시(市), 현(县), 향(乡)

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의 급으로 나뉘어 있다. 각 단계별로 권력기관

과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진(乡镇)정권을 제외한 다른 단계

들에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을 두고 있다. 게다가 인사와 재정 체제

에서도 각 급 정부에 의한 관리를 적용하기에 법원의 설립, 법관의 

임면, 사법인사, 사법경비는 모두 동급정부(同级政府)의 지배하에 있

게 되고, 나아가 사법권력의 지방화가 초래되었다. 2002년 최고법원 

원장이었던 Xiao Yang(肖扬)은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사법권력의 지방화(司法权力地方化)’를 언급한 적이 있다.250 

지방보호주의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방법원의 보

호는 더욱더 뚜렷하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는 소송의 접수단계에서부

터 집행단계까지 전반에 거쳐 나타난다. 그리고 보호는 지방법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간접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지방보호주의가 더욱더 문제될 여

                                       

民大学出版社, 2013, Kindle 2846-2847면. 

250 肖扬, “法院, 法官与司法改革”, 「法学家」第一期, 2003년,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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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크다.251 그리하여 2014년 <최고법원이 기업의 겸병재편에 대한 

사법보장 제공에 관한 의견(关于人民法院为企业兼并重组提供司法保障

的指导意见)> 제1조 제5항은 “이익형평원칙(利益衡平原则)에 따라 여

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

업의 겸병재편은 겸병재편에 참여하는 기업, 출자자, 채권자, 기업근

로자 등 다른 주체들의 이익과 밀접히 관계되므로, 이익쟁탈과 권리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익충돌의 실질을 분석하고 그 배후의 이익주체와 소송청구를 구별

하고 인식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이익보호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체들의 이익충돌에서 우선

적으로 공동이익을 찾아야 하며, 될수록 각 당사자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개인이익(个人利益)이 집체이익(集体利益), 사회공

공이익(社会公共利益), 지방이익(地方利益) 및 전체적 이익(全体利益) 

등 다른 주체들의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집체이

익, 사회공공이익, 전체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개인이익, 지방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보호주의와 업계 및 부문 보호주의의 사법재판

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겸병재편을 둘러싼 사법재판에 대한 지방보호주의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입안단계에서의 지방보호주의 문제는 2015년 최고법원이 <법원의

입안등기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

革的意见)>을 제정하여 기존의 입안심사제도(立案审查制)를 입안등기

                                       

251 지방보호주의가 작동은 경제이익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법원의 경우에는 

경비가 지방재정과 직결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수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 지역에 대한 이익을 중

시하고 보호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영향 주는 사법에 대해서는 부당한 간섭

을 하게 된다 (刘作翔, “中国司法地方保护主义之批判-兼论‘司法权国家化’的

司法改革思路”, 「法学研究」 2003년, 88-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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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立案登记制)로 변경함으로써,252  ‘입안어려움(立案难)’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253  

그러나 소송은 타지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은 피고소재지 법원

의 협조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방보호에 따른 소송위험

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행정사건에 대한 타지역관

할(异地管辖)제도를 집행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254 자체적으로 집행사건에 대해 타지역관할을 적용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255 최고법원은 사법해석으로 ‘집행어려

움(执行难)’에 대해 해결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에 <关于审理拒不执行判决∙裁定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法释

[2015]16号)>, <关于限制被执行人高消费及有关消费的若干规定(法释

[2015]17号)>(2010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에 개정됨), <关于落实

“ 用两到三年时间基本解决执行难问题 ” 的工作纲要的通知(法发

[2016]10号)>, <关于严格规范终结本次执行程序的规定(试行)的通知(法

[2016]373号)>, <关于公布失信被执行人名单信息的若干规定(法释

                                       

252 입안심사제도 하에서는 각 급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사기

준을 달리 적용하였고 실질적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입안등기제도는 제소

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53 제1조 제3항은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단위와 개인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원이 사건

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254  2014.11.1.제정 2015.5.1.시행 <행정소송법(主席令第15号)>은 다음의 두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타지역 관할을 적용하였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국

무원 부문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은 중급법원 관할로 한다. 제18조 제2항: “최고법원의 비준 하에 고

급법원은 재판의 실제상황에 따라 일부 법원의 타행정지역의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255  2017.5.12. 河南省新乡市中级人民法院, <关于规范执行案件异地管辖工作的

意见(试行)>, http://hnxxzy.hncourt.gov.cn/public/detail.php?id=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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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号)>256(2013년에 제정되었고 2017년에 개정됨) 등 여러 건

의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에서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집행에서의 지방보호주의 문

제점은 아직도 존재한다. 

2. 사후적 책임에 대한 입법의 부재 

중국 회사법은 장기간 사전적인 관리규제와 사후적인 관리규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사전적으로 규제는 하고 있으나 그러

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이다. 설령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명확하지 않고 

처벌하는 방식과 실제 집행이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여러 차례의 회

사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257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은 합병에서도 드러난다. 

사후적 책임에 대한 입법상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은 송의 위험부담

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합병과 관련하여서도 그 분쟁에 대해

서 소수주주들은 회사와의 협의를 이루어내려고 한다. 또한 회사와의 

협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증감위 또는 언론을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 

3. 주주의 제소능력 

중소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있고 그 역량이 약하다. 그리고 

소송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은 반면 효율이 낮고 위험부

담이 크다. 그러므로 중소투자자들은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자발적

                                       

256  관련법령으로는 <关于对失信被执行人实施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发改财金

[2016]141号)>. 

257 周友苏∙深柯, “在管制与自治之间的我国公司法”, 「当代法学」, 121期，2007，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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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위에서 서술한 소송의 한계들은 합병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와 관련

한 모든 소송에서 나타난다. 

II. 대안으로서의 원고범위 확대 

소수주주들이 스스로 소송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어려운 

점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현재는 대표소송의 원고범위를 ‘권리자 외의 제3자’

로 확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증

권법 개정 초안 2차심사안(证券法修订草案二次审议稿)>에는 특별히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절(章节)을 두어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직무를 이

행하는 과정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

는 국가가 설립한 투자자보호기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

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주식보유 비율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대표소송의 원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증권법은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입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는 이미 ‘국가가 설립한 투자자보호기구’에 해당하는 중증중소투자자

서비스센터(中证中小投资者保护中心,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 Center, 약칭은 투자자서비스센터(投服中心, ISC))가 2016년

부터 중소투자자들을 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원고 자

격이 아닌 원고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올해 6월에는 

주주 자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에는 投服中心을 비롯한 투자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제도에 대

해 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증권법 개정 초안의 원고범위 

확대 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의 논의에 앞서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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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근거와 투자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에 대

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5조에 의한 起诉支持原则 

중국 민사소송법 제15조258는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국

가, 집체 및 개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

은 단위 또는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1982년 민사소송법(시행)259이 제정되

면서부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제소지

원원칙(起诉支持原则)이라고 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기본원칙 중의 하

나이다. 

보다시피,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는 ‘국가(国家), 집체(集体), 개인

(个人)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원을 받는 대상은 ‘손해

를 입은 단위(单位) 또는 개인’이다. 제소지원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는 ‘기관(机关)’이란 일반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권력

기관, 심판기관, 군사기관, 검찰기관도 제소지원의 주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단체(社会团体)’란 공민 스스로가 

구성한 구성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정관에 따라 활동

하는 비영리성 사회조직을 말한다.260 ‘기업단위(企业单位)’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단위를 

말하고,261 ‘사업단위(事业单位, Public Institution)’262란 국가가 사

                                       

258  2017.6.27. 제정, 2017.7.1. 시행 민사소송법(主席令第71号). 

259 1982.3.8. 제정, 1982.10.1. 시행 민사소송법(시범시행) 제13조 “기관, 단

체, 기업사업단위는 국가와 집체 및 개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

여 손해를 입은 단위 또는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260 2016.2.6. 제정 및 시행, 중국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中国社会团体登记管理

条例, 国务院令第666号) 제2조 제1항. 

261 https://baike.baidu.com/item/%E4%BC%81%E4%B8%9A%E5%8D%95%E

4%BD%8D/10171922?fr=aladdin, 기업단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용

 

https://baike.baidu.com/item/%E4%BC%81%E4%B8%9A%E5%8D%95%E4%BD%8D/10171922?fr=aladdin
https://baike.baidu.com/item/%E4%BC%81%E4%B8%9A%E5%8D%95%E4%BD%8D/10171922?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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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익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설립(举办)하거나 또는 기타 조직이 국

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举办)하는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조직을 말한다.263 

그러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지원’은 

원고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협의설’과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가 제소를 지원하는 방

식은 다양화되어야 하고 간접적인 도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타 신

분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당사자 또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여

야 한다고 보는 ‘광의설’이다. 

가. 이론적 근거 

제소지원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소

련의 법학이론인 ‘국가간섭론(国家干预论)’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

다. 중국의 초기 입법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민사소송이 갖고 있는 특징은 민사소송에 대한 국

가의 간섭주의이고, 구체적으로 국가간섭(国家干预) 또는 사회간섭(社

会干预)의 형태로 적용된다. 국가간섭이란 법원과 검찰원이 직권에 

의해 민사소송활동에 대해 간섭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간섭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공민 등이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

다.264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간섭주의를 적용할 때 구체적인 제도

                                       

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262 사업단위는 대부분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행정단위 산하의 기구이고, 민

간 또는 기업집단에 의해 설립된 사업단위는 일부이다. 중국의 사업단위는 

그 기능상 국외의 비영리조직(NPO)이나 비정부조직(NGO)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외의 이러한 조직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국의 

사업단위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263  2004.6.27. 제정 및 시행, 사업단위등기관리조례(事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

例， 国务院令第411号) 제2조 제1항. 

264 陈刚, “支持起诉原则的法理及实践意义再认识”, 「法学研究」,  中国社会科

学院, 2015,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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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를 달리 하고 있지만 그 법리적인 근거는 모두 레닌이 제기한 

사회주의 민법의 성질에 대한 이론265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간섭과 사회간섭의 절충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사회간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

위 내에서 국가간섭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섭의 구체적인 방

식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66 

나. 제소지원원칙의 구체적인 적용과 증권소송지원제도 

제소지원원칙은 주로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되

었고 소비자보호기구 내지는 검찰에 의해 소송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러나 최근에는 증권 관련 소송에서도 제소지원원칙을 적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는 이러한 소송지원제도들에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기로 한다. 

(1) 검찰에 의한 소송지원 

2012년 개정 민사소송법267 제55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관과 관

련 조직은 환경오염,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검찰에 의한 소송지원은 주로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

                                       

265 레닌은 “우리가 볼 때, 경제영역의 모든 것은 공법의 범위에 속하며 개인

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법’관계에 대하여 국가

간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가 ‘개인’계약을 폐지하는 권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로마법전이 아닌 우리의 혁명의식을 ‘민사법률관계’에 적

용하여야 한다……” (中共中央编译局编译, 「列宁全集」第42卷, 人民出版社, 

1987년, 427면). 

266 1982년 민사소송법(시행)의 입법초안을 보면, ‘소송지원’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 조문에서는 ‘제소지원’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는 점으로부터 입법자의 취지는 당사자로서의 소송참여가 아닌 소

를 제기하는 단계까지의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67 2012.8.31. 제정 2013.1.1 시행, 민사소송법(主席令第5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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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생태환경과 관련한 사건 외에도, 장애인, 타지농민근로자, 

미성년자, 노인, 기업노동자 등 약세지위에 있는 자들이 검찰원에 제

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근로자보수, 사회보

험금, 산재배상금, 최저생활보장금, 부양비, 국가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들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사회공공이익을 해하

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원의 이와 같은 소송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지원의 주체에 검찰원도 포함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개정된 민사소송

법268은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검찰원은 직무를 이행하면서 생태

환경과 자원보호를 파괴하고, 식품약품안전영역에서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전항(2012년 민사소송법 제55조/2017년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관과 조직이 부재하거나 또는 전항이 

규정하는 기관과 조직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하는 기관과 조직이 소를 제기한 

경우, 검찰원은 제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찰원도 소

송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소비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지원 

현행269 <소비자권리이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37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보호기구인 소비자협회(消费者协会)가 소비자의 합법

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또는 해당 법률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

                                       

268 2017.6.27. 제정 2017.7.1. 시행, 민사소송법(主席令第71号). 

269 2013.10.25. 제정 및 시행, 소비자권리이익보호법(主席令第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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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개정 이전270의 법은 소비자의 소 제기

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

은 소비자협의 제소권도 추가하였다. 

각 지역의 소비자협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비자소송을 지원하

고 있다. 예컨대, 상해시 소비자권리이익보호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2017.3.15.부터 <소비자소송지원업무규범(시범시행)(支持消费者诉讼

工作规范(试行))>을 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들을 보면, 소비자

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비자협회에 신고하면 소비자협회가 나서서 

양당사자간에 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소비자협회가 소비자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권하는 형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들은 모두 피해자수가 많

거나 손해배상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이다. 

(3) 투자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지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자서비스센터(投服中心, 이하 ‘ISC’)에 

의한 증권소송지원 역시 민사소송법 제15조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기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주의 자격으

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들에 의한 소송지원과는 구별

된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투자자보호기구로는 ISC뿐이므로, 아래에

는 ISC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에 대한 검토한 후, 해당 제도의 실효성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投服中心에 의한 증권소송 

ISC는 증감위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자 보호기구이고 공익성을 갖

                                       

270 1993.10.31. 제정 1994.1.1 시행, 소비자권리이익보호법(主席令第11号) 제

32조 제1항 제6호, 2009.8.27. 제정 및 시행, 소비자권리익보호법(主席令第

18号) 제3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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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중소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중소투자자는 소송과정에서 입증, 소송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승소한 이후에는 집행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

다. 중소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ISC는 

중소투자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시에 주주 

자격으로 법적 수단으로 중소투자자들과 더불어 상장회사가 규범적으

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관리감독부문과 자율적인 

관리감독부문과의 차이점은 ISC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

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가. 소송지원자격 

(1) 소송대리인 자격으로의 소송지원 

중소투자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수 중소투자자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

로, ISC는 민사소송법 제15조와 제55조에 따라 중소투자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5조와 제55조의 입

법취지에 따르면 이 경우의 지원은 소 제기 단계에 그쳐야 하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ISC에 의한 소송 사례를 보면 소송 과

정 전반에 거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소송당사자 자격으로의 소송지원 

ISC는 설립 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때에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행

사(持股行权)’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밝혀왔다. 모든 상장

회사271의 A주식 1수(100주)272를 매수하고, 취득 후에는 다시 매매하

                                       

271 ISC의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행사’는 2016.2.19.부터 상해, 광동(심천을 제

외한), 호남 3개 지역에서 시범을 시작하였으며, 2017.4.14.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7.5.9.까지 ISC는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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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주주의 신분으로 법에 따라 권리

를 행사하여, 중소투자자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중소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

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ISC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

조가 아닌 회사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직접 주주로서의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

여하게 된다. 

나. 검토 

(1) ISC의 지위와 적용범위 제한 

ISC는 증감위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자보호기구이다. 따라서 위의 

검찰원 또는 소비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지원과는 그 지위적인 면에

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증감위는 상장회사의 합병심사기관이다. 증감위가 합병의 허

가가 합병비율의 공정성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회사에 합병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감위가 

합병을 허가한 이후에 다시 합병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사전적인 금지

를 청구하거나 또는 합병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합병의 무효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는 적용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

우에는, 중소투자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자본시장의 특

                                       

된 3,003개의 상장회사(거래정지 회사를 제외한)의 A주식을 100주씩 취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상장하는 또는 거래회복 회사의 주식을 매수

하고 있다. 

272 100주를 1수(1手)라고 한다. 주식 매수 시의 최소 주식수이며, 매도 시에

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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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및 과도단계에서의 미숙한 자본시장 환경과 소수주주의 부족한 권

리보호인식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소송지원제도를 일정기간 적용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송지원제도를 적용하더라도 ISC와 같은 투자자보호기구

의 소송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서의 소송참가 자격 확정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2) ISC의 주식보유와 소송참가 자격 확정 

현재 ISC는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주식 보유에 

따른 단독주주권 행사 시에는 원고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문

제가 없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에 의한 제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투자자보호기구에 특별한 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고 지위를 부여하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3절에서 논의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손해가 주

주의 손해가 아닌 회사의 손해로 법적 논리의 구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때, ISC의 권리행사는 소수주주

권이 문제된다. 현재 ISC는 각 회사의 주식을 100주씩 보유하고 있

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증권법 개정 초안 2차수정안은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투자자보호기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

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투자자보호기구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기존 민사소송법상의 제소지원원칙을 적용하여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구제방식이 될 것이다. 

(3) 차별적인 권리행사 

ISC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기한 위의 소송사례들을 보면, 지금까

지의 소송대상이 된 회사들은 유통제한이 없는 유통주 주식만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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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장회사와 Main-Board Market이 아닌 中小企业版 또는 

创业板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

유’성격이 완전히 배제된 회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

는 주식의 유통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유’

성격의 상장회사라는 맹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물론 투자자보호기구에 의해 소송을 지원하거나 제기하는 제도는 

최근에야 시행된 것이고 위의 사례들만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단정짓

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자보호기구로서의 ISC와 증감위의 관계 등으

로부터 보았을 때, 이러한 결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뚜렷한 ‘국유’ 성격을 갖는 회사를 상대로도 ISC에 의한 민

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방식을 선택할 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국유 성격의 회사이므로, 해당 제

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III. 개선방안 

위에서 본 중국에서의 합병 관련 소송의 한계로 인해 소수주주가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투자자보호기구에 의한 소송제도는 중소투자자들의 권리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유도할 수 있고 이사 등의 실제적 지배자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행정적이거나 형사적인 구제

방식이 아닌 민사적인 구제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과도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1. 投服中心의 독립성 보장 

ISC는 증감위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기구이다. ISC와 증감위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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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계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다. 증감위의 산하기구라는 점

에서는 어느 정도 감독관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감독관리기관에 의한 사후적 감독이라는 새로운 규제방

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감독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인 만

큼 중소투자자의 권리는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회사를 상대로는 이러한 소송이 제

기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물론 ‘국유’회사와 관련한 사안에

서는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에 의한 투자자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투자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투자자가 회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

를 배상 받게 하기 위한 취지와도 달리, 오히려 회사보다 우세적인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ISC와 같은 투자자보호기구는 증감위로부터 독립된 지위

에 있을 필요가 있다. 

2. 보호기구로서의 소송지원 

ISC는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행사’라는 방식으로 중소투자자를 보

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ISC에 의해 제기된 소송 중

에는 직접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1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보호기구로서의 소송지원이 아닌 특

수한 지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회주의민법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회사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서술한 대표소송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수

한 주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 주주에

게 이와 같은 특별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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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한 중소투자자 보호와 그 효과의 차이도 없어 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보호 방식을 적용할 때 주주로서가 아니라 보호기구로

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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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중국은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구조재편은 물론 회사제도 자체가 국

유기업의 개혁을 둘러싸고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회사 관련 법제도 

국가 출자의 기업에 맞추게 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불문하고 

국유회사 또는 국유 성격을 지닌 회사들이 대부분이므로, 이 글에서 

본 것과 같이 합병 관련 법제가 형태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일반적인 회사법 논리만으로는 설명

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 

또한 합병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합병에 대한 회

사법상의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합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

사회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병에 대한 규제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도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국은 법률제도의 개선 

보다는 행정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단위를 통해 거래에 대해 규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준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와 

보호에는 설령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글에서 본 바

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 법제에 대한 전

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법에 의한 시장의 자율적 규제와 주주의 스

스로에 의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1)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다수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기 어렵다. 물론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

하고는 있지만, 주주총회결의 결과에 영향 주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감독기관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고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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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다. 다만 결의 요건을 강화할 경우 간이

합병과 소규모합병 등과 같은 합병형태에 대해 규정하여, 공정한 합

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2)합병비율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자산평가기구의 자산평가사가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평가방법에 따

르면, 상장회사는 시장가치를 기초로 비상장회사는 자산가치를 기초

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필요 시에는 할

증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증비율의 적용할 때 그 범위를 상

당히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자의적 상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

므로, 합병비율에 대한 규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병의 대부분은 이

해관계자간의 합병이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산정에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 소수주주의 이

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공정성 기준’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공정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공정

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 

3)주식매수청구권과 현금선택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유사한 두 제도가 존재하고 적용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

지 않으므로, 회사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러므로 같은 형태의 사안임에도 반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현재 

중국의 매수청구권 또는 현금선택권제도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한 형태로 되어 있다. 

4) 합병 관련 가처분을 제기하기 어렵고, 합병 무효의 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지

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합병 관련 가처분과 합병무효의 소 등의 소송

을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

질 경우,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통한 사후적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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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마련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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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1999-2017.3.까지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허가한 합병 

1999~2017.10.31. 

http://www.csrc.gov.cn/pub/zjhpublic/ 

No.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합병비율 허가연도 

1 독립 
陕西金叶科教集团 

股份有限公司 

湖北玉阳化纤科技 

股份有限公司 
1.11:1 2003 

2 이해 

上海市 

第一百货商店 

股份有限公司 

上海华联商厦 

股份有限公司 

1:1.273 

(비유통주) 

1:1.114 

(유통주) 

2004 

3 이해 
潍柴动力 

股份有限公司 

湘火炬汽车集团 

股份有限公司 
3.53:1 2007 

4 독립 
中国铝业 

股份有限公司 

山东铝业 

股份有限公司 

兰州铝业 

股份有限公司 

1:3.15 

(유통주) 

1:1 

(비유통주) 

2007 

5 이해 

锦州 

经济技术开发区 

六陆股份有限公司 

东北证券 

有限责任公司 

 

1:0.6914 
2007 

6 이해 
葛洲坝 

股份有限公司 

中国葛洲坝集团 

有限公司 
1:0.57 2007 

7 독립 
北京化二 

股份有限公司 

国元证券 

有限责任公司 
1:0.347 2007 

8 독립 
中国铝业 

股份有限公司 

包头铝业 

股份有限公司 
1:148 2007 

9 이해 
成都城建投资发展 

股份有限公司 

国金证券 

有限责任公司 
1:0.12 2008 

10 이해 

青海 

数码网络投资集团

股份有限公司 

青海盐湖工业集团 

有限公司 
2.90:1 2008 

11 독립 
中山公用科技 

股份有限公司 

中山公用事业集团 

有限公司 
1:0.6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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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합병비율 허가연도 

12 이해 
攀枝花新钢钒 

股份有限公司 

攀钢集团重庆钛业

股份有限公司 

攀钢集团四川长城

特殊钢 

股份有限公司 

1:1.78 

1:082 
2008 

13 독립 
重庆长江水运 

股份有限公司 

西南证券 

有限责任公司 
1:1.02 2009 

14 독립 
新湖中宝 

股份有限公司 

浙江新湖创业投资

股份有限公司 
1:0.19 2009 

15 이해 
唐山钢铁 

股份有限公司 

邯郸钢铁 

股份有限公司 

承德新新钒钛 

股份有限公司 

1:0.775 

1:1.087 
2009 

16 독립 
中国东方航空 

股份有限公司 

上海航空 

股份有限公司 
1:1.3 2009 

17 이해 
上海市医药 

股份有限公司 

上海实业医药投资

股份有限公司 

上海中西药业 

股份有限公司 

1:1.61 

1:0.96 
2010 

18 독립 
延边公路建设 

股份有限公司 

广发证券 

股份有限公司 
0.83:1 2010 

19 이해 
青海盐湖钾肥 

股份有限公司 

青海盐湖工业集团

股份有限公司 
2.90:1 2010 

20 이해 
五洲明珠 

股份有限公司 

梅花生物科技集团

股份有限公司 
1:0.67 2010 

21 독립 
北京金隅 

股份有限公司 

河北太行水泥 

股份有限公司 
1:1.2 2011 

22 이해 
重庆东源产业发展

股份有限公司 

重庆市 

金科实业集团 

有限公司 

1:0.518 2011 

23 이해 
上海友谊集团 

股份有限公司 

上海百联集团 

股份有限公司 
1:0861 2010 

24 독립 
重庆华邦制药 

股份有限公司 

北京颖泰嘉和科技

股份有限公司 
1:0.93 2011 

25 이해 
江苏申龙高科集团

股份有限公司 

海润光伏科技 

股份有限公司 
- 2011 

26 이해 
宁夏赛马实业 

股份有限公司 

宁夏建材集团 

有限责任公司 
- 2011 

27 이해 
济南钢铁 

股份有限公司 

莱芜钢铁 

股份有限公司 
1:24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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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합병비율 허가연도 

28 독립 
中国交通建设 

股份有限公司 

路桥集团国际建设

股份有限公司 
2.69:1 2012 

29 독립 
广州汽车集团 

股份有限公司 

广汽长丰汽车 

股份有限公司 
1.6:1 2012 

30 이해 
河南双汇投资发展

股份有限公司 

广东双汇食品 

有限公司 

内蒙古双汇食品 

有限公司 

漯河双汇牧业 

有限公司 

漯河华懋双汇化工

包装有限公司 

漯河双汇新材料 

有限公司 

- 2012 

31 독립 
安徽雷鸣科化 

股份有限公司 

湖南西部民爆 

股份有限公司 
- 2012 

32 이해 
广东盛润集团 

股份有限公司 

富奥汽车零部件 

股份有限公司 
- 2012 

33 이해 
广州药业 

股份有限公司 

广州白云山制药 

股份有限公司 
1:0.95 2013 

34 이해 
深圳能源集团 

股份有限公司 

深圳市 

深能能源管理 

有限公司 

- 2013 

35 이해 
中国医药保健品 

股份有限公司 

河南天方药业 

股份有限公司 
1:0.310 2013 

36 독립 
山西证券 

股份有限公司 
大华期货有限公司 - 2013 

37 이해 
美的集团 

股份有限公司 

广东美的电器 

股份有限公司 
0.3582:1 2013 

38 독립 
浙江浙能电力 

股份有限公司 

浙江东南发电 

股份有限公司 
1:0.886 2013 

39 이해 
深圳市太光电信 

股份公司 

神州数码信息服务

股份有限公司 
1:1 2013 

40 이해 
陕西秦川机械发展

股份有限公司 

陕西秦川 

机床工具集团 

有限公司 

- 2014 

41 이해 
上海柘中建设 

股份有限公司 

上海柘中集团 

有限公司 
- 2014 

42 이해 
申银万国证券 

股份有限公司 

宏源证券 

股份有限公司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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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해 
安徽江淮汽车 

股份有限公司 

安徽江淮汽车集团

有限公司 
- 2015 

44 이해 

新疆 

天康畜牧生物技术

股份有限公司 

新疆天康控股集团

有限公司 
1:1.33 2015 

45 이해 
百视通新媒体 

股份有限公司 

上海东方明珠集团

股份有限公司 
1:0.328 2015 

46 독립 
中国南车 

股份有限公司 

中国北车 

股份有限公司 
1:1.10 2015 

47 독립 
中信证券 

股份有限公司 

中信证券(浙江) 

有限责任公司 
- 2015 

48 이해 
江苏汇鸿 

股份有限公司 

江苏汇鸿国际集团

有限公司 
- 2015 

49 이해 

浙江 

物产中大元通集团

股份有限公司 

浙江省物产集团 

有限公司 
- 2015 

50 이해 
新城控股集团 

股份有限公司 

江苏新城地产 

股份有限公司 
1:0.827 2015 

51 이해 
广东温氏食品集团

股份有限公司 

广东 

大华农动物保健品

股份有限公司 

1:0.807 2015 

52 독립 
招商局蛇口工业区

控股股份有限公司 

招商局地产控股 

股份有限公司 

(A)1:1.600

8 

(B)1:1.214

8 

2015 

53 이해 
中国长城计算机深

圳股份有限公司 

长城信息产业 

股份有限公司 
0.5413:1 2016 

54 이해 
上海城投控股 

股份有限公司 

上海阳晨投资 

股份有限公司 
1:1 2016 

55 이해 
安徽水利开发 

股份有限公司 

安徽建工集团 

有限公司 
- 2016 

56 이해 
宝山钢铁 

股份有限公司 

武汉钢铁 

股份有限公司 
1:0.56 2016 

57 이해 
无锡华光锅炉 

股份有限公司 

无锡国联环保能源

集团有限公司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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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회사의 합병 관련 법률 

(시행일자순) 

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1986.04.12. 

1987.01.01. 

2009.08.27. 

민법 

통칙 

民法 

通则 

(主席令

第37号) 

제44조, 기업법인이 분할, 합병 또

는 다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기관에 등기하

여야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업법인이 분할, 합병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 후의 법인이 

행사하고 부담한다. 

제49조 제1항 제5호, 회사의 변경, 

해산(终止)하는 경우 제때에 등기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하여 이해관계

자가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 이외에 법정대

표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벌금형

을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유효 

1988.04.13. 

1988.08.01. 

2009.08.27. 

전민소

유제공

업기업

법 

全民所

有制工

业企业

法 

(主席令

제18조, 기업의 합병과 분할은 법

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

는 정부 주관부문이 심사하고 비준한

다. 

  제20조,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해산할 경우, 반드시 그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채권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업이 합병, 분할, 해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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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第18号) 및 경영범위 등 등기사항의 변경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심사비준등기절

차를 거쳐야 한다. 

1993.12.29. 

1994.07.01. 

회사법 

公司法 

(主席令

第16号) 

제182조,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

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83조, 주식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은 반드시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

한 부처 또는 성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4조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

과 신설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

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흡수되

는 회사는 해산한다. 둘 이상의 회사

가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해산한다. 

회사의 합병은 반드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상태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합병결의일

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

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3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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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제1차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회사를 상대로 채무를 상

환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

는 경우 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제185조, 회사가 분할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상응하는 분할을 한

다.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

사는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

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

내에 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이

내에 회사에 채무상환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

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분할하여

서는 아니 된다. 

  회사 분할 이전의 채무는 체결된 

협의에 따라 분할 후의 회사가 승계

한다. 

제188조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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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관련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

우, 반드시 법에 의해 회사등기기관

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회사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며,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에는 회사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략) 

1999.03.15. 

1999.10.01. 

계약법 

合同法 

제90조(새로운 당사자의 포괄적 

승계인수),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합

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법인 또

는 다른 조직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

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와 채무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법인 또는 다른 

조직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연대채권을 가지고 연대채무를 부담

한다. 

유효 

2005.10.27. 

2006.01.01. 

2013.12.28. 

회사법 

公司法 

제172조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형태를 취할 수 있

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한다. 둘    이상의 회사

가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하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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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합병의 각 당사회사는 해산한다. 

제173조 회사의 합병은 각 당사회

사들이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및 재산리스트를 작성하

여야 한다. 회사는 합병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

내에 회사에 채무의 상환 또는 상당

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4조 회사 합병 시, 합병 각 

당사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여

야 한다. 

제175조, 회사가 분할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상응하는 분할을 한

다. 

  회사의 분할은 재무상태표와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결

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6조, 회사 분할 이전의 채무

는 분할 후의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

담한다. 다만, 회사가 분할 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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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당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9조,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할

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

를 하여야 한다. …(후략) 

2017.03.15. 

2017.10.01. 

민법 

총칙 

民法 

总则 

제67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의 법인이 향

유하고 부담한다.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분할 후의 법인이 연대채권을 

향유하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다

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 

2007.08.30. 

2008.08.01. 

반독점

법 

反垄断

法 

제20조, 경영자집중은 아래의 경우

를 말한다. 

(1)경영자합병, …(후략) 

제21조,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이 규

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집중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경영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

점 집행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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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일자 

법령명 조항 및 내용 효력 

(1)집중에 참여한 경영자 중 일방

이 이미 다른 각 경영자의 50%이상

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집중에 참여한 각 경영자의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

는 자산을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동

일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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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rger of Listed 

Companies an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China 

-Focusing on comparing with Korean legal system- 

 

CUI ZHENLIAN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nies in China tend to take action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ituation, one way in which the companies in China take 

when conducting M&A is a merger, and “Convertible merger” 

is more often used compared with other methods. Merger has 

some advantages, such as reducing transaction cost, reasonably 

avoiding tax and increasing expected stock. In addition, there are 

many mergers aimed at back-door listing because IPO listing 

requirements in China are relatively strict.  

 

Issues of legal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 in the process 

of a merger, including securing the fairness of merger, need to 

be addressed and paid attention to, considering that the 

existence of merger system in China is not that long and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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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egislations contain mainly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makes minority shareholders powerless in the face of the 

authority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The current “Company 

Law of People ’ s Republic of China ”  provides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merger types and procedures, challenge 

procedures of creditor, and succession of debt liabilities after a 

merger, whereas “Act on Reorganization of Material Assets” 

stipulates specific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a merger in 

China, which means the latter will also be applied combining with 

the application of the former law when some issues arise during 

the process of a merger. According to Article 2 (1) of “Act on 

the Reorganization of Material Assets ” , “ Material Asset 

Reorganization ”  hereinafter refers to asset transaction 

accounting for certain amount which is conducted by a listed 

company and the company controlled by the listed company with 

the purpose other than routine business activities, which leads to 

the material change of major business asset·import of the 

company. Because “ Act on the Reorganization of Material 

Assets” contains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merger as well, 

owing to that it is not an act that specifically provides regulations 

for a merger, combining with the context that “Management 

Methods on Absorbing Merger for Listed Company ”  was 

enacted by Chines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 2008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platform for the merger of list 

companies but not formally adopted, legal risks and probl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will probably arise since the beginning of a merger. 

 

In view of insufficient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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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a listed company by th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of China, it is necessary for the supervisory 

agencies relating to general civil relationships to contribute more 

to provide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such as 

establishing a “ Small and Medium Sized Investor Service 

Center”  enjoying part of functions of supervisory agencies, 

given the current situations that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may not be fulfilled properly totally excluding the 

involvement of Chinese supervisory agencies.   

 

The Amendment Act of Securities Law of The People ’ s 

Republic of China(2017) stipulates th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solving on merger issues cannot be convened 

without acquiring the permission from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by a listed company, which shows that 

Chines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has strengthened its 

prior supervision. However, if the status of the “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is clearly stipulated by 

law, shareholders who don’ t satisfy the shareholding ratio 

conditions specified by Company law are capable of bringing a 

derivative action and exercising the proxy voting right to the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 which makes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not been seen as qualified ones 

by the supervisory agencies capable of exercising rights and 

protecting infringed rights for minority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current immature capital market of China and 

incomplete regulations o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 s 

profit, establishing a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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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een a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profit. Nevertheless, government leading protection 

should only be applied to during transitional phase when 

necessary,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limitations and protections for the moment.  

 

The dissertation aims to put forward an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ist legal system by analyzing the 

merger cases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perspective of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process of merging. 

 

Keywords: Merger, Ratio of Merger, Appraisal Rights, Cash-

option, Directo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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