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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4 년 3 월 1 일부터 중국은 <회사법>최신 개정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회사법>은 등록자본금 실제납입제도(注册资本实缴制

)에서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도（注册资本认缴制）로 변경하여 

출자자가 회사 정관에서 출자금액, 출자기한 및 출자방식을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규정은 출자자 의사자치원칙을 준용하여 출자자 자유권을 

최대화시켰다. 출자자를 위해 투자 조건을 낮추는 것은 주주의 출자 

의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출자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면서 제일 중요한 의무다. 또한 이는 주주가 되는 

전제조건이므로 모든 주주는 출자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 

출금을 통해 독립된 재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은 회사가 독립 

인격으로서의 물질적인 기초이자 외부 거래 신용의 밑천이고 회사 

내부의 지속적인 운영의 기본 조건이다. 동시에 이는 회사가 채권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재산 보증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삼원칙이라고 하면 자본 확정, 자본 유지 및 자본 

불변의 원칙을 칭한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 회사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도의 도입은 자본삼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확정 및 자본유지의 원칙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약정납입제도는 미출자자에 대한 납입독촉제도, 

적법한 출자를 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주주제명제도, 회사의 도산 시 

회사채권자의 보호방식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 약정납입제도 하에서의 주주 출자의무 및 관련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5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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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1 장에서는 중국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 认缴制 )의 

배경을 서술하였다. 2013 년 중국은 최신<회사법>을 통해 약정납입제를 

설립하여 1993 년 부터 시행된 등록자본금 실제납입제를 대체하였다.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발전연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국 

자본금제도의 역사를 소개한 후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중국 약정납입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확정자본금제와 수권자본금제를 검토하여 약정납입제도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자본금제도 개혁 후 약정납입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제 2 장은 약정납입제하에서의 하자출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하에서는 최저 한도액이 없고 

화폐재산출자의 최저비례의 규정이 없으며 주주는 자주적으로 

분할납입의 기한을 약정할 수 있기에 주주 하자출자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주의 하자출자가 발생할 때 주주의 출자 

책임의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중국회사법상 주주의 

출자위약책임과 발기인의 자본충실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제 3 장은 미출자자에 대한 납입독촉제도와 주주제명제도에 대해 

논술을 했다. 발기인 또는 주주는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납입독촉제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미출자 주주나 출자금을 

전부 유출하는 주주는 회사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중국<회사법해석(3)>에 의해 주주 제명을 당할 수 있다. 

주주제명제도는 회사자본금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현재 

중국실무상으로서 많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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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은 회사채권자 이익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주의 하자출자 행위나 미출자 행위로 인해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손해받을 수 있다. 채권자의 이익 보호문제는 회사법 상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중국 약정납입제도하에서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법리가 

약정납입제 하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두 제도에 중점을 두어 약정납입제도하에서의 

회사채권자 이익보호 문제를 논술하였다. 

제 5 장은 결론이다. 

 

주요어: 약정납입제도, 하자출자, 납입독촉, 주주제명,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 

학번:2016-2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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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13 년 중국 국무원 부속의 회사 등록자금제도 개혁 제의에 따라 

개정된 신 <회사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개정<회사법>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등록자본금 실제납입제의 

최소,최저 등록자본금 및  분할납입 기한을 취소한 것이다. 개혁은 

주로 자본제도에 관련된 3 가지 중요한 점을 다뤘다. 첫째, 등록자본이 

실제납입제에서 약정납입제로 바꾼다. 둘째, 등록자본에 관련된 여건을 

늦춘다.셋째, 회사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중에서는 등록자본금에 

대한 개혁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회사법의 수정은 중국 

등록자본금의 실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 일정한 의미에서 보면 

중국 새로운 회사법 수정안은 법정자본금제도의 근본적 원칙에서 

벗어나고 사법 자치가 인도한 수권자본제 영역으로 나선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회사의 설립조건을 낮추고 상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비록 회사 등록자본금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지만 

회사등록자본이 회사자금신용의 논리적 기점으로 회사 신용의 보장에 

하는 역할을 과할 수 없다. 등록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면 

등록자본에 관련된 기타 관련 규정의 적용 범주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등록자본제도의 개혁은 자본 3 원칙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자본충실원칙 즉 자본유지원칙은 유일하게 형식과 실질을 

연결한 자본성원칙으로 이번 회사법 수정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이번 수정은 회사 자본제도만 겨냥하고 자본제도 관련 기제에 

대한 조정은 소홀히 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제도를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약정납입제도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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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납입 시일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출자 연장 및 

출자금유출( 抽逃出资)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로 하여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더욱 어려워진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키는 주주출금책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회사 자본 

충족과 채권자 권익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본충실책임제도, 

주주제명제도,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제도 및 법인격부인제도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한다. 

 

문헌서술 

중국은 회사법에 대한 연구를 늦게 시작하였다. 세계 선진 국가 

입법에 비해 중국의 주주자본충실책임, 납입독촉제도, 주주제명제도,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제도 및 법인격부인제도 등에 대한 이론연구 

및 입법 현황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본충실책임에 대한 

연구는 보통 등록자본실납제도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본충실책임에 

관련된 이론은 상대적으로 아직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학술계에서 자본충실책임에 대해 이룬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후영란이 강한대학학보에서 발표한 <출금불실과 

허위출자 범주의 논의 및 그 법률 책임>은 출금불실과 허위출금 

범주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리기성은 법제와 사회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출금불실책임 연구>를 발표하여 유한책임회사가 출금의무를 어긴 

허위행위에 대해 논술하였고 문장에서는 자본충실책임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였다. 석관빈은 <발기인의 

출자금추가납부책임--회사법해설(3) 제 13 조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부터>에서 발기인 출자책임에 대한 현행 규칙을 해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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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기인과 잔액출자에 대해 발기인이 

부담하는 출자추가납부책임을 분석하였다. 소수논문 논술한 계통분석이 

또한 실제납입제도를 전제로 다룬다. 예를 들어 공정의 석사졸업눈문 

<주주출자보충책임연구>는 실제납입제도 하에 자본충실책임의 

귀속주체와 책임범주 그리고 책임방식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최근에 나온 학술문장은 약정납입제 자체에 대해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을 뿐 회사법이 약정납입제를 실행한 후에 자본충실책임에 

끼친 변화와 영향까지는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남창대학 

하미권은 <우리나라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약정납입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등록자본약정납입제도에 입각하여 약정납입제도의 

변천과정과 필연성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논하였다. 논문 

결말에서 우리나라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약정납입제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엽보용은 장춘이공대학학보에서의 

<자본제도개혁후 주주출자의무 재심사>에서 약정납입제도가 

주주출자책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회사법해석(3)>이 반포된 전후에 주주제명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회사법해석(3)>이 반포된 후 중국 

학자들은 해당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초점을 맞춰 주주제명제도 규정의 

구체적인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먼저, 주주제명제도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회사법과 정관이 다 조항을 만들 수 있음에 동의한다. 

2011 년에 서항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사법>은 법적질서의 보호를 위해 주주제명제도의 

기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사법>은 주주제명의 

사유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게 자치권한을 부여해야만 개별 회사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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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주주총회결의 시 인수다수결 

및 자본다수결에 대한 논쟁이 있다. 2012 년에 방가의 <유한책임회사의 

제명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수다수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억압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유덕학은 너무 

낮은 투표비례가 주주제명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당사자 주주 

이외의 주주 총수의 75 퍼센트 이상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우선 

주요 법리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약정납입제도, 자본충실책임, 

주주제명제도 등의 개념에 대해 논술하고 그 이론 기초를 합리적으로 

탐색하려고 한다. 중국 현재 상법상 약정납입제는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에 적용되며, 주주제명제도는 유한회사에만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는 역사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 자본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약정납입제가 중국에서 정착된 역사적인 까닭을 

다루고 자본충실책임과 주주제명제도 등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중국 법적 

동태의 새로운 움직임을 분석하려고 한다. 동시에 비교법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약정납입제와 확정자본금제와 수권자본금제를 비교함으로써 

약정납입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자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자본충실책임제도, 납입독촉제도, 

주주제명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탐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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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기본구조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주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합명회사(无限公司)，합자회사(两合公司)，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회사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은 

인적회사(人合公司)에 대하여는 구정을 두지 않고 

물적회（资合公司）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1 따라서 현재 중국에는 회사형태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고 인적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2 등록자본금이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발기설립(发起设立)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전체 발기인(发起人)이 인수한 주식의 

액면총액(股本总额)이다. 모집설립(募集设立)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认股人)이 실제 납입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다. 

3 발기설립의 경우 인수한 주식과 모집설립의 납입한 주식은 모두 

발행회사에 해당하므로, 등록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4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2 조 :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본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2  그러나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 이 인적 기업으로서의 일반조합기업과 

유한조합기업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법인에 준하는 법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식상의 법인격만 없을 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상당하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김건식· 

정영진,박영사,중국회사법,2018,24 면  
3 김건식,전게서,2018,33 면 
4 김건식,전게서,2018,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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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배경 

    첫 부의 회사법의 탄생으로부터 2013 년 개정<회사법>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 입법은 20 년의 발전과 변화를 경과하였고 

중국의 등록자본금제도의 이론에도 전폭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원래의 전액 실제납입제도로(全额实缴制）부터 점차 현재의 완전 

약정납입제도（完全认缴制）로 변화되었다. 첫 부의 회사법의 

반포로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세 단계를 거쳤다.  

가 등록자본금 전액실제납입제 단계 

     1993 년, 국유기업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과도하는 이 시기에 중국은 현대기업제도를 하루 

빨리 건립하기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들의 회사입법을 참고로 첫 부의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3 년에 반포된 <회사법>에서 확립한 

회사자본제도는 "사전형식의 안배를 특색으로 하는 엄격한 

법정자본제도 5  "로서 등록자본과 실제납입자본의 완전일치를 명확히 

요구하였다. 6  당해 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에 관하여 인민폐 

50 만 위안, 30 만 위안, 10 만 위안의 최저등록자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에게 규정한 최저등록자본 한도액은 인민폐 

1000 만 위안이다. 2005 년 회사법 수정 전, 중국에서는 줄곧 엄격한 

등록자본 전액 실제납입제를 실행하였는데 즉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수한 출자액을 전액납부 하여야 했다.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반드시 전부의 등록자본금을 일시납부하여야 하는데 화폐방식의 출자는 

반드시 주식대금을 은행의 임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비화폐방식의 

                            
5 赵旭东,公司资本制度改革研究,法律出版社，2004 ， 5 면 
6 范健、王建文,公司法,法律出版社，2011 ，27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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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는 반드시 자산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정 자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자방식으로는 단일한 열거방식을 통해 주주의 

가능한 출자방식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데 일부 출자방식의 

출자비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7 

    이 단계의 중국 등록자본제도는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중국에서는 회사에 관한 

법적규정이 결핍되었고 경제구조상 여전히 계획경제의 특점을 보류하고 

있어 유관 부문은 회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름으로 

사후감독기제가 없었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회사 

설립조건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당시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기타 일련의 제도의 

점차적인 건전화와 더불어, 전액 실제납입제는 회사등기에 큰 압력을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회사 자본신용에 대한 과도한 중시는 사후의 

심사감독제도의 작용 또한 감소시켰다. 8 이러한 폐단들을 인식한 중국 

국가 관련 부문들에서는 2005년 1월에 <회사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전액 실제납입제 단계는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7  중국 1993 년 개판 <회사법> 제 24 조는 주주는 화폐출자를 할 수 있으며 실물,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이용권 출자도 할 수 있다...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로 

출자한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로 출자한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彭飞，债权人利益保护问题浅析，财经界(学术版)，2008 （9） 



 8 

나 등록자본금 분할납입제 단계 

     2005 년,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초보적으로 확립되었다. 

입법자들은 1993 년 <회사법>에서 규정한 최저등록자본 한도액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너무 엄격한 요구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반대중은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이는 투자의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2005 년에 <회사법>을 개정할 시, 입법기관에서는 

회사 설립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을 대폭 감소시켰다. 

일인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을 각각 인민폐 10 만 위안, 30 만 위안, 500 만 위안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등록자본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분할납입제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회사의 전체 주주 혹은 

발기인의 최초 출자액이 등록자본의 20%에 도달하면 회사는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성립일부터 2 년 내에 납부하면 된다. 

(투자회사일 경우 5 년 내에 납부하면 된다.) 개정된 <회사법>은 

1993 년에 비해 보다 완화되었고 기존의 실제납입제와 출자 검사 

제도(验资制度)를 보류하는 동시에 기업이 등록자본금을 분할납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9 분할납입제는 회사 설립의 편리성과 융통성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투자자들의 융자에 더욱 광활한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이는 기존 법정자본제도의 한차례 비약적인 개혁으로서 

1993 년의 <회사법>에 비해 중국 시장경제 발전에 보다 혁신적인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설계에서 볼 때 2005 년 <회사법>은 과도적 

제도의 흔적이 엿보인다. 예컨대, 분할납입에 관하여 여전히 최초 

                            
9 周石平，释放工商登记制度改革红利激发市场主体创造活力，中国工商管理研究，20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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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납입 출자의 비례를 규정하였고 후속 자본의 실제납입 기한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등록자본금 한도액에 관하여, 

2005 년 <회사법>은 비록 전에 비해 금액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여전히 

명확한 액수 한정을 하는 것을 통 상대방의 거래안전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실제효과로 보아서는 이러한 최초자본의 제한은 

자금운영의 융통성과 투자의 편리성을 제약할 뿐 채권자와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큰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2005 년 

<회사법>은 전통적인 전액 실제납입제에 대한 한차례의 새로운 

시도였지만 구체적 제도설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혁신 가치가 뚜렷한 

2005 년의 탐색의 기초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회사법의 최종적인 

탄생이 있게 되었으므로 2005 년 개정 <회사법>은 그 자체의 현저한 

의의가 있다.   

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 단계  

A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시점단계 

     2012년 10월 30일, 중국 심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심천 경제특별구 상사등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등록자본금은 전체 주주가 

약정납입한 등록자본금 총액이고 회사 최저등록자본금 한도액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밖에, 규정은 또 상사등기 시 실제납입한 

자본을 등기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은 출자금 검사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2 년 11 월 29 일, 중국 

주해시 제 8 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주해 경제특별구 

헝친신구 상사등기 관리방법>을 통과하여 회사 설립 등록자본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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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실제로, 심천과 

주해에서 솔선수범하여 이와 같은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를 실행한 

것은 중국 회사 등록자본제도의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B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정식적인 확립단계 

     2013 년 3 월 18 일, 국무원은 <국무원기구개혁과 

기능전변방안>을 통과하였는데 상사등기제도를 개혁하고 상사주체 

설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투자 창업 적극성을 

활성화 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2013 년 12 월 28 일, 2013 년 

<회사법 >수정안은 회사 등록자본제도에 대해 중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회사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과 최초 출자비례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였다. 이밖에, 화폐출자비례, 출자검사증명에 관한 규정도 

취소하였고 회사 등록자본을 실제납입제로부터 약정납입제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주주 혹은 발기인은 자주적으로 정관에서 분할납입 

방식과 기한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약정납입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도의 정식적인 확립을 상징하고 중국 

회사자본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상술한 중국 회사등록자본제도의 연혁에서 보다시피, 

1993 년-2013 년 20 년 사이, 중국등록자본제도의 변혁추세는 최초의 

엄격한 확정자본제로부터 완화되어 분할납입제로 과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약정납입자본제를 확립함으로서 엄격한데부터 점차 

느슨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은 당연히 

중국의 경제기초, 시장기제, 법치환경의 부단한 발전과 성숙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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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더 심층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변천의 근원은 

회사신용기초에 대한 반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회사제도의 이러한 

중대한 변혁은 회사의 설립, 운영과 청산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회사 입법이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 약정납입제와 전액실제납입제/분할납입제의 비교  

    회사설립 시 인수되어 발생이 확정된 주식의 총액을 

인수자본금(认购资本金) 또는 발생자본금(发行资本)이라 하고, 인수된 

주식 중 실제로 납입된 금액의 총액을 납입자본금(实收资本)이라고 

한다. 10  회사설립등기 시 인수된 주식 전부에 대한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는 전액납입제(全部缴纳制) 11 와 설립등기 후에도 납입이 가능한 

분할납입제(分期缴纳制)가 있다. 12  제 3 장 제 2 절에 논술한 

약정납입제의 내용을 보면 2013 년 <회사법 >수정안에서는 등록자본을 

약정납입한 후의 실납 기한을 주주가 정관에서 자주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는 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을 두지 않다. 이는 

최초납입비율과 납입가한을 폐지하는 대신 정관에 납입 기간을 

명시하였다. 주금납입에 있어서 정관자치를 허용한 것으로, “완화된 

분할납입제”로 볼 수 있다. 13 

 

                            
10 김건식,전게서,35 면 
11 중국 화사법상 전액 실제납입제(全额实缴制)라고 부른다. 
12 김건식,전게서,35 면 
13 김건식,전게서,3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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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 약정납입제의 주요내용 

가 개념과 특징 

약정납입제는 주로 중국 현행 회사자본제도가 일련의 개혁과 

조정을 거친 후 구비한 새로운 특징들을 의미다. 수정전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는 서면형식으로 <회사법>의 조문에 출현하지 않았는데 

2013 년 <회사법>의 수정으로 하여 "약정납입(认缴制)"라는 단어가 

진정으로 학계의 토론을 일으키게 되였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 

중의 "약정납입(认缴)"은 동사이고 "약정（认）"은 승인, 인정의 

뜻으로서 주주가 출자를 동의한다는 것은 회사와 기타 주주에 대한 

출자 승낙을 의미한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의 핵심은 

"약정납입(认缴)"에 있는데 이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주주가 

출자총액을 약정납입하거나 발기인이 주식총액을 인수하면 회사는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정납입제란 

회사 설립 시 주주는 회사에게 출자승낙만 하면 되고 전부의 출자를 

일시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출자기한은 주주와 

회사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즉 현행 회사자본제도하에서 발기인 

혹은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 단계에 자본을 약정납입만 하고 

실제납입을 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의 

약정납입과 실납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그 결정권이  모두 

회사의 발기인 혹은 주주에게 있다. 

  

 나 내용 

    중국의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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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저 등록자본 한도액의 취소.  

2013 년 <회사법>수정안은 최저 등록자본 한도액을 취소하였는데 

즉 주주는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실제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약정납입자본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의 자본진입장벽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중소 투자자의 창업 

적극성을 광범하게 활성화 시켰. 회사입법의 가치추구 예전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경향으로부터 안전과 효율, 공평을 모두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등록자본 분할납입.  

2013 년 <회사법>수정안에서는 등록자본을 약정납입한 후의 

실제납입 기한을 주주가 정관에서 자주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는 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을 두지 않다. 이론상, 주주는 영업기한 

내에 임의로 약정납입한 등록자본의 분할납입 방식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지만 납입기한을 무기한으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무기한의 약정납입은 실질적으로 회사법의 등록자본확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셋째, 화폐재산 출자비례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소.  

2014 년 2 월 20 일, <회사등록자본 등기관리규정>에서는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주권, 채권 등 화폐로 가격환산이 가능하고 

법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비화폐 재산은 그 가격을 책정하여 출자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용역, 신용, 자연인 성명, 영업권, 

특허경영권 등은 이와 달리 가격을 책정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는 재산은 동시에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1)화폐로 가격책정이 가능하고;  

(2)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출자 검사 절차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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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검사는 법정 기구에서 주주가 출자한 목적물에 대해 그 

가치와 진실성여부를 검증하여 검사증명서를 내어주는 행위이다. 14 

2013 년 <회사법 >수정안은 이러한 검사절차를 취소하였다. 모집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외에는 회사 설립 시 자본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제로 자본을 납부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해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5   검사절차를 폐지한 후 

연도재무심계와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주가 자본유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이론적 기초 

첫째, 자본 최대화 추구의 수요.  

시장경제 중 가장 활약적인 요소인 자본의 본질은 이윤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본이 원활하게 유통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양성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약정납입제는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진입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자본운영의 원가를 낮추었고 자본유입과 퇴출 기제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자본 운영 효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객관규칙의 자본제도설계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둘째, 회사 이해관계주체의 이익 균형의 수요.  

회사재산은 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익 실현의 기초이다. 회사 

주주는 중대사항 결의권, 관리자 선택권, 재산 분배권 등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만 회사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채권청구권만 향유하고 

                            
14 赵旭东，公司法，中国政法大学出版社，2013（2），73 면 
15  <회사법>제 164 조：회사는 매 1 기의 회계년도의 종료시에 재무회계보고서를 

편제하여야 하고 또한 법에 따라 회계사 사무소의 심계(審計)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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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회사법 입법 출발점에서 과도하게 거래안전 보호와 채권자 

이익 수호에 치우치게 되면, 주주 투자의 적극성을 억제하게 된다.  

사법개혁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회사 각 주체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으로서 개혁의 목적은 투자창업을 격려하는데 있다. 이는 

중국 당전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인 동시에 기존 회사법 입법이 과도하게 

거래안전과 채권자 이익에 치우치고 주주투자 자주권을 경시한 것에 

대한 수정이다.  

 

라 신주발행시 주주직위 취득과 주식의 양도  

    중국 회사법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언제 주주가 

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사원16의 

출자액을 기재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회사 사원총회에서 

신주발행 및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사원이 확정된다.17 

    주주는 보유한 주식(股份)을 “법에 따라 양도”(依法转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양도”한다는 것은 1)법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될 수 있지만, 2)법이 아닌 정관 등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폐쇄성이 있으므로, 사원이 그 지분(股权)을 

제 3 자에에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회사법>제 71 조19는 

                            
16 중국 회사법상 주주를 부른다. 
17 김건식,전게서,2018,84 면 
18  김건식,전게서,2018,88 면; 

安建，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解释，法律出版社（2013），215 면 
19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주주권을 서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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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원 상호간의 지분양도는 자유롭지만, 사원이 

지분을 사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에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20 

지분양도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정한 양수인이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즉, 겅관 및 사원명부의 변경, 변경등기는 지분양도의 

유효를 전제로 한다. 21 

제 3 절 약정납입제와 

확정자본제(确定资本制)/수권자본제 (授权资本制) 

가 확정자본제22와 수권자본제의 개념 

회사성립 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이 전부 발생되고 인수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확정자본제와 수권자본제가 있다.23 

확정자본제는 유럽대륙의 독일, 프랑스 회사법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확정자본제에 의하면,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회사정관에 

회사자본총액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 주주가 충분하고 확실하게 

회사에서 발행하려고 확정한 전부의 주식을 인수하여야만 회사가 

                                                                    
주주의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주주권의 양도는 다른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는 그 주주권 양도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다른 주주가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30 일까지 답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주주 반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의한 주주는 그러한 양도하는 주주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양도 동의를 거친 주주권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다른 주주는 우선 매입권을 

갖는다. 두개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입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협상하여 각자의 매입 

비율을 확정하고, 협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시에 각자의 출자 비례에 따라 

우선 매입권을 행사한다.  

회사 정관이 주주권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0 김건식,전게서,2018,104 면 
21 김건식,전게서,2018,104 면 
22 중국에서는 이를 “법정자본제(法定资本制)”라고 부른다. 
23 김건식,전게서,2018,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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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운영할 수 있다.  24 확정자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총액규정. 회사 설립 시, 반드시 

법에 따라 정관에 회사자본총액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정 최저 등록자본금 한도액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둘째, 

자본발행규정. 회사 설립 시, 반드시 법에 따라 자본 혹은 주식을 

일괄발행 하여 주주들에 의해 전부 인수되어야 한다. 셋째, 납부규정. 

주주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납부하거나 분할납입할 수 있다. 

넷째, 절차적 규정.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회사 정관의 자본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  

확정자본제도에 상대적인 개념은 수권자본제도인데 회사 정관에서 

사전에 회사의 자본총액을 확정하고 회사성립 후 발행한 자본총액 중 

미 발행 부분의 주식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가 부분 자본을 실제로 인수하였다면 회사는 

성립될 수 있다.  25 수권자본제도를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총액규정. 회사 정관에서 등록자본금 액수를 확정하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자본액수를 기재한다. 둘째, 발행규정. 회사 정관에서 

기재한 회사자본액수는 회사 설립 초기에 전부 발행할 필요가 없고 

일부분만 약정납입하거나 모집하면 된다. 셋째, 납부규정. 회사 설립 시, 

각 주주가 인수한 주식은 반드시 일괄적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넷째, 

절차적 규정. 회사 성립 후 경영확대로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권된 액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면 되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24 马新文，公司基本法律制度问题研究，河南人民出版社，2007，88 면 
25 刘俊海,现代公司法,法律出版社(2),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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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정납입제도와 확정자본제/수권자본제의 비교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와 확정자본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 아래에서는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이 없고 화폐재산출자의 최저비례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주주 

또한 자주적으로 분할납입의 기한을 약정할 수 있다. 이밖에, 주주가 

전부의 자본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기만 하면  출자 검사 절차 과정이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진정으로 회사 설립의 문턱을 없애는 것을 

실현하였다. 이에 비해 확정자본제는 엄격한 등록자본 최저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등록자본을 반드시 일시납부 할 것을 요구하며 비화폐 

재산 출자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자본 검사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 한다. 양자의 공통점을 놓고 말하면 두 제도는 

모두 회사를 설립 할 때 등록자본을 등기확정 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자연히  "자본 3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와 수권자본제는 모두 주주가 자본을 

실제납입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주주는 회사의 

실제수요에 따라 자본을 분할납입하는 금액과 기한을 자주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데 수권자본제하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기를 

통제하는 것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두 제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 하에서 정관에 기재된 등록자본금은 주주의 전부 

약정납입에 의해 확정되고 주주는 이에 구속된다. 수권자본제의 

등록자본금 액수는 이와 다르게 명의상 자본일 뿐이고 주주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를 채택하게 되면 

주주는 자신이 약정납입한 자본을 미래에 분할납입 할 것을 자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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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 수 있으나 수권자본제의 경우 주주는 인수하기만 하면 반드시 

실제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하의 주주는 

자신이 약정납입한 자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권자본제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국 회사자본제도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회사법>의 

입법과 수정은 시종 회사자본제도를 중요한 수정내용으로 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점차 회사자치를 존중하는 데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회사법>하의 

약정납입자본제도의 성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 학자들의 논쟁의 초점으로 되었다. 

     중국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의 현행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는 

여전히 확정자본제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첫째, 회사자본은 회사 설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정자본제의 자본확정원칙을 구현한다. 둘째, 약정납입제하에 

회사가 발행한 자본과 등록자본의 액수는 동일하고 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을 전부 발행하여야 하며 분할발행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사 등록자본은 주주총회가 이사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발행한 자본의 최고 한도액이 아니고 이사회는 회사 경영활동에서 

직권에 의해 자본을 발행할 권한을 향유하지 않는다. 26   그러므로 

약정납입제를 확정자본제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자본제도의 

개혁은 이미 확정자본제의 기반을 동요하였기에 약정납입제는 더는 

확정자본제에 속할 수 없고 수권자본제의 범주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26 雷兴虎、薛波 《公司法》修订评析，新疆社科论坛，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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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자본제도의 기반은 자본의 확정과 확실인데 27   약정납입제는 회사 

설립 시에 자본의 실제적인 납부를 요구하지 않기에 이러한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최저 자본 한도액에 관한 규정도 

취소하였기에 확정자본제의 기반은 붕괴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2013 년 개정 <회사법>이 확립한 약정납입제와 

전통적 의미에서의 수권자본제는 “수권”내용에서만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사회가 자체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모 시점에 주주가 약정납입한 

출자금을 실제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기타 방면은 

수권자본제와 별다른 부분이 없기에 약정납입제의 본질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수권자본제의 일종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엄격하지 않은 의미에서의 수권자본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28 중국의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관에 등록자본금을 

기재하고 ,등록자본금이 모두 인수되어야 하므로 ,확정자본금제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29 

    필자는 최저 등록자본과 자본제도의 유형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최저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학계의 “이미 확정된 논쟁30 ”으로서 

정당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다. 각 나라의 최저자본요구규정 존재여부는 실제로 그 나라 자체의 

입법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본제도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 

수권자본제도의 핵심은 이사회 혹은 집행이사가 회사 잉여자본에 대한 

발행과 조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중국의 

약정납입제도는 등록자금이 상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사회에게 

                            
27 郭富青， 我国公司资本制度的重构及风险防范 ， 财经法学，2015 （5） 
28 范健、王建文，《公司法》，法律出版社，2015（4），244 면 
29 김건식,전게서,35 면 
30 葛伟军，公司资本制度和债权人保护的相干法律问题研究，法律出版社，2007，1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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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31  이로부터 보면, 

약정납입제는 주주가 출자에 대한 승낙으로 여전히 확정자본제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용이성과 기성이 보다 높은 

법정자본제도일 뿐이다. 북경대학 甘培忠교수 또한 "법률적 차원에서 

볼 때 수정된 회사자본제도는 여전히 수권자본제가 아닌 

법정자본제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32  

 

제 4 절  약정납입제 하에서의 출자의무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이행  

비록 중국 회사 자본제도 개혁을 실행하였지만 주주의 출자의무는 

여전히 주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회사법>제 28 조 33 에 의해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주주 34 )은 규정한 바에 따라 출자액을 시기에 맞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에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 

35 사원이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외에, 기한에 맞게 출자금을 

완납한 주주에 대하여 계약위반책임(违约责任)을 부담한다. 장관 

                            
31 李建伟，公司资本的核心概念疏证，北方法学，2016（1） 
32 甘培忠，论公司资本制度颠覆性改革的环境与逻辑缺陷及制度补救，科技与法律，2014 
3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28 조: 주주는 기일대로 회사 정관 중에 규정된, 각자가 

승인한 출자액에 이르기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서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의 정액(定額)에 필요한 화폐를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비화폐로서 출자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의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액에 

이르도록 출자하여야 하는 외에도, 또한 이미 각자가 승인한 출자액에 이르기까지 

납입한 주주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4 중국 회사법에 의해 유한회사의 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35 김건식,전게서,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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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계약위반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장관의 계약적 성질을 나타나는 

것이다.36 주식회사 발기 설립(发起设立)의 경우 분할납입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발기인은 장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주주가 되고, 그 이후에는 주주의 

지위에서 정관에 따른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37  모집설립(募集设立)의 

경우 한국 주식회사 설립과 마찬가기로 전액납입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 

출자의무는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의 의무이지 주주의 의무가 아니다. 

다만 회사의 성립성립 후 주주가 예외적으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즉,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설립등기가 마쳐진 경우,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되고, 

1)당해 주주가 인수계약에 따른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2)이때 발기인은 

위 주주와 연대책임을 진다. 전자는 인수계약에 근거한 

계약위반책임(违约责任)이고, 후자는 회사법상 자본충실책임이다. 38 

이에 대해 제 2 장에서 자세히 논술할 것이다.  

실제납입제에서 주주는 회사설립 시 즉시 약정납입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하고 주주의 출자는 전문적인 출자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약정납입제에서는 출자 액수와 시간을 자체적으로 약정할 수 

있기에 많은 주주는 제한없이 회사규모를 설정하고 자의로 출자기한을 

약정하여 출자의무의 오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회사법> 

제 28 조39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제도가 변화되었지만 주주의 

출자의무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정의무이다.  약정납입제 상 

주주출자의무의 최저한도금액이 취소되었지만 주주의 출자의무 자체가 

전부 면제된 것은 아니다. 회사가 등록등기를 완성한 후 주주의 

출자의무는 법정의무로 확립되어 <회사법>의 구속을 받기에 주주가 

                            
36 김건식,전게서,100 면 
37 김건식,전게서,80 면 
38 김건식,전게서,81 면 
39 

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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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에는 응당 출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최저자본액 외에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는 

출자검사절차도 취소하였다. 해당 절차의 취소는 약정납입제가 주주의 

출자의무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감독관리기능을 뒤로 이전하였다. 회사성립후의 운영활동에서 

회사 자본에 대해 감독관리를 함으로써 회사 주주의 출자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였는데 회사 설립에 있어 엄격한 

진입제한주의에서 후기의 감독관리를 중시하는데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의 출자책임 부담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경제발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면적인 심화개혁의 

구현이기도 하다. 어떤 자본제도에서나 주주의 출자책임은 존재하기에 

주주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본인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그러지 

않을 시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재 5 절 약정납입제의 문제점 개관 

 

가 자본의 허위적 높음 

     약정납입제 개혁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는 사전 구속기제의 

결핍을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온다. 하나는 등록자본 최저 한도액을 취소한 후, 회사는 등록자본의 

과소로 인해 초기 자산이 불충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정상적으로 시장거래에 참여하고 시장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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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이다. 다른 방면으로 또 약정납입제는 자본금 납부의 기동성을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 약정납입의 임의성도 증가시켜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게 보여 회사의 신용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출자검사절차는 더 이상 회사 설립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일부 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정관에 따른 출자 

납부를 하지 않 자본의 허위적 높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등록자본의 상황에 의거하여 기업규모를 판단하는 기존 이념의 영향 

하에서, 거래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등록자본 투입이 높은 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회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더 

많은 거래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정관에 더욱 높은 등록자본을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을 약정납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더욱 

많은 거래기회를 쟁취하는데 이는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게 기재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인 등록자본 허위신고, 허위출자  등 

행위와는 다르게 이러한 감당능력을 초과한 출자약정납입 행위는 

신용을 위배한 행위이기는 하나 형식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이기에 관련 

부문이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제때에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나 회사 사해행위 방지 및 주주출자책임 보증 난이도의 

상승  

    전통적인 회사자본제도는 최저등록자본규정과 출자검사절차를 

회사의 자본충실과 자본진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채권자 이익을 담보하기도 하였다. 본 차례의 개정은 등록자본의 

실질가치를 회복한 것으로서 학술상에서 가져온 거대한 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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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 설립함에 있어서의 문턱을 낮춘 것은 사해행위와 

투기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개정으로 인해 회사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고 주주출자책임을 보증하는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  

중국은 아직 완선화 된 신용제도를 설립하지 못했고 사회신용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후기 감독기제의 미비로 하여 진입 초기의 

보호조치를 취소한 것은 가 회사 설립의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 2 장 하자출자에 대한 일반적 규제 

제 1 절 하자출자의 개념 

여기에서는 관의의 하자출자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중국 

회사법은 하자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자출자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한가지는 하자출자는 주주가 

납부한 현물이 품질 또는 권리 상 하자가 존재함을 가리키는데 

자연하자와 법률하자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0  협의적 

의미에서의 주주출자하자의 정의는 출자한 물품이 품질 또는 

권리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1  다른 한가지 관점은 

하자출자는 법률이 주주출자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가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출자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42  중국 

<회사법>이 하자출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제 28 조 43 , 제 31 조 44 , 

                            
40 赵旭东，新旧公司法比较分析，北京:人民法院出版社，2005，152 면 
41 郑曙光，股东违反出资义务违法形态与民事责任探究，法学，2003（6） 
42 将大兴，公司法的展开与评判，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1 ，132 면 
43

 동 33 
44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31 조: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주주에게 출자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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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조45 및 <회사법해석(3)> 제 8조46, 제 9조47에서 체현된다. 필자는 

광의의 하자출자란 1）발기인 혹은 주주는 법률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미출자/출자의무 

불이행)，2）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협의의 하자출자), 3) 가장납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광의의 하자출자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고 본다. 

 

가 협의의 하자출자 

전면적으로 출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협의의 하자출자)는 주주가 

출자를 약정납입한 후 출자하였으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약정납입액이 

전부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1)전액출자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실제적으로 회사설립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주주의 인수 행위가 약정에 따른 규정 금액을 

전액 출자한 것이 아닌 경우를 가리키는데 해당 행위는 출자하자 중 

                                                                    
발급해야 한다.출자 증명서는 아래 사항을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1) 회사명(2) 회사 

설립일(3) 회사 등록자본(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납부한 출자액과 

출자일자(5)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출자 증명서는 회사에서 날인한다. 
45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200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설립 후 출자를 

빼돌렸을 경우, 회사의 등기 기관은 개정을 명해야 하고 빼돌린 자금 액수의 5%이상 

15%이하의 벌금을 처하여야 한다.  
46 <회사법해석(3)>제 8 조:출자자가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경우 또는 부담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경우,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들이 출자자가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인빈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토지변경수속을 하거나 권리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부담을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자가 

출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47  <회사법해석(3)>제 9 조:출자자가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였으나 그 가치가 

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기타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들이 출자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면, 인민법원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는 

평가기구로 하여금 그 자산의 가치를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이 회사정관에서 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자가 법에 

의하여 출자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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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보편적인 경우이다. 48   전액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주주가 출자한 화폐 또는 실물의 액수가 실제 약정납입액과 부합되지 

않아 생기는 하자출자를 말한다. (2) 출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로 

연체이행, 하자지급 및 출자방식이 불법인 경우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협의의 하자출자는 출자되었는대 출자 목적물에 법률상 사실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는 약정납입제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나 출자의무 불이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미출자/출자의무 불이행)은 

주주가 출자를 약정납입하여 주주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로는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원인과 행위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1)출자거절, 주로 주주가 회사 정관을 

체결할 때 출자를 약정납입하여 주주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회사설립 후 

주관적으로 정관 또는 협의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출자불능, 주주가 주관적으로 출자하려고 하지만 

객관적 원인에 의해 재산이 손해, 멸실 또는 가치를 잃어 출자의무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미출자/출자의무 불이행)은 약정납입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 3 장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룰 것이다.  

 

                            
48 何辛，股东出资瑕疵的表现形式及认定，山东社会科学，2012，8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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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납입  

 

한국의 경우 가장납입은 발기인 납입보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되 회사성립 후에도 대출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납입된 

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금융기관과 악정하는 경우(예합)와 발기인이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한 후 

바로 은행으로부터 출금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견금)가 있다. 

49  중국에서는 예합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이 없다고 보아 50 

허위출자(虚假出资)라 하고, 견금의 경우 주주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출자금유출(抽逃出资)이라고 한다. 51 

다만 이는 약정납입제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회사설립, 신주발생시 당장 납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납입이 발생한 가능성이 낮아진다.  

허위출자는 주주가 실제로 납부한 자본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약정납입자본제 상 기존의 강제적인 출자검사절차와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기에 허위출자의 기만적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지만 허위출자의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회사법> 제 28 조 52 는 주주출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허위출자는 주주가 화폐를 교부하지 않거나 재산 및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은 전제하에 사기의 수단을 통해 실제로 출자를 완성하였음을 회사에 

증명하여 기타 발기인 또는 주주를 기만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납입자본제도에서 주주는 출자 시간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 

출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주주가 출자하지 않았다면 허위출자로 

                            
49 김건식,전게서,52 면 
50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은행과 주금납입 보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51 김건식,전게서,52 면 
52 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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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출자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면 법률적으로 허위출자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크게 

된다. 만약 회사 주주가 출자기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 주주가 

출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응당 회사의 실제 운영상황에 따라 

주주의 출자를 독촉하여야 하고 수차례의 독촉, 주주권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도 주주가 여전히 출자하지 않는다면  경우에는 

응당 허위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출자금 유출 행위(抽逃出资) 

 

    출자금을 유출한다는 것(抽逃出资)은 주주가 회사설립 후 암암리에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금 유출 

행위(抽逃出资)가 주주의 하자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론상 분쟁이 

존재한다. 일부 학자는 주주가 이미 교부한 재산을 회수했기에 실제로 

주주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출자의 표현형식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은 

출자는 교부 후 회사의 재산이 되는데 회사 등 법인 재산 독립성에 

따르면 출자금을 유출하는 것(抽逃出资)은  실제로 주주의 출자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회사재산에 대한 침범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주의 출자금 유출 행위(抽逃出资)는 주주 

하자출자의 유형이 아니라 “회사재산침범행위”로 대체되어 법률적 

개념으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도태되어 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개념은 

아직 회사법에서 명문으로 확인된 개념이 아니기에 필자는 본문에서 

여전히 출자유출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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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출자금 유출 행위 53 란 회사 성립 후 주주가 암암리에 

출자를 회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회사 성립 할 당시에 주주가 출자를 

완성하였지만 회사 성립 후 비밀리에 다시 회수하고 주주의 신분과 

기존의 출자 비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가 회수한 출자 재산은 

주주가 회사에서 추출한 각종 재산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데 주주가 

출자 당시 제공한 특정 재산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취득한 기타 재산도 포함한다.  회사 성립 후 주주의 재산권은 회사에 

이전되어 회사의 구체적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회사재산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회사거래상대방의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가 

회사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응당 출자금유출행위로 

보아야 한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있다. (1) 주주 지위 특히 

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회사 계정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  (2)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주주감소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회사법> 제 167 조 54 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준비금 및 법정복지준비금을 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윤을 배당 

받은 경우. (4) <회사법> 제 167 조55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년도 결손을 

보전하지 않고 허위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된 이윤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주주의 출자금 유출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다. 우선 해당 행위는 회사가 유효적으로 설립된 후에 발생한다. 

이때 주주의 출자금은 이미 회사의 자본의 한부분으로써 주주가 

출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회사자본금유지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회사가 성립되기 전의 경우라면 회사 발기인 사이는 조합상태이므로 

                            
53 출자금유출(抽逃出资)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1)허위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가공의 이윤을 발생시켜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2)허위의 챙권채무관계를 발생시켜 

출자금을 빼돌리는（转出）경우, 3)관계자거래(关联交易)를 이용하여 출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4) 기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을 회수(抽回)하는 행위 등이다.  
54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167 조:주식유한회사가 주식액면가격을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얻은 초과 가격 및 국무원 재정부문이 

자본공적금의 범위로 지정한 기타 수입은 회사의 자본공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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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의 출자금 유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회사 

발기인이 회사 정관의 약정에 따라 약속한 출자를 모두 완수하여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자금 유출 행위의 

책임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발기인 혹은 주주인데 단위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주주제명의 요건과 관련하여서 출자금 유출 행위는 

출자의무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  

 

마 등록자본 허위신고 (虚报资本) 

    약정납입제 하에서의 등록자본 허위신고란 진실하지 않은 액수의 

자본을 등록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자본 허위신고 56 란 회사를 

설립할 시 사기적인 수단으로 등기기관을 기만하고 등록자본을 

허위적으로 신고하여 성공적으로 등기를 마친 행위를 말한다. 이 것은 

약정납입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납입과 비교해 보면 

가장납입은 금전의 유입을 가장한 것인 반면 등록자본금 허위신고는 

약정납입 승낙을 가장한 것이다. 등록자본 허위신고행위의 사기대상은 

공상행정관리국을 비롯한 회사등기관리부문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회사등기과정중에 발생하게 된다. 

약정납입제도하에서는 주주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전부의 자본이 곧 

자본총액이므로 주주가 약정납입한 자본금액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자본금액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 해당 등록자본금은 허위적으로 신고된 자본금이 된다. 

허위신고한 자본이 등록자본금으로 등기된다면 등록자본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조각이 될 뿐이다. 공시공신주의원에 따르면 등록등기 

후 회사의 모든 정보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된다. 주주가 법에 

                            
56 출자허위신고 등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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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약정납입한 자본은 자본총액을 구성하고 규정된 납부기한이 되면 

회사의 액면상 실제 납부자본금이 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보장한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주주의 미납입한 자본금으로 

회사가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을 

약정납입할 것을 승낙한 사람이 없다면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여도 

실제로 출자하여 회사의 신용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할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된므로 등록자본 허위신고는 시장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제 2 절 약정납입제와 하자출자 

가 하자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회사자본제도는  주주출자와 관련된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주주출자의 중점은 주주출자책임이다. 투자환경을 활성화하고 

시장자원분배율을 제고하 회사설립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완선화된 주주출자책임체제를 필요로 한다. 제 1 장 

제 4 절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 회사법 체계 상 

주주출자책임제도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책임제도와 

자본충실책임제도로 나뉜다. 전자는 출자의무를 위반한 주주가 회사 

또는 기타 출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위약책임이고 후자는 발기인이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서로 부담하는 연대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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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주의 출자계약위반책임제도 

    주주출자 게약위반책임은 발기인 계약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한 

회사 주주가 해당 출자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회사 및 기타 출자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상응한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는 일종의 법률적 

제도이고 회사주주에는 회사 발기인과 성립 후 새로 증가한 주주를 

포함한다. 회사법 법률규정의 변화에 따라 회사법 체계는 점점 계약화 

되어 출자기한 및 한도에 대해서는 회사정관에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출자계약위반책임제도는 주주출자책임제도의 기초이고  

본질은 주주와 회사 사이 또는 주주와 기타 출자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있다. 회사 발기인계약 또는 정관에서 약정을 한 

주체로 한쪽은 회사 발기인, 주주 즉 출자의무인이고 다른 한쪽은 기타 

출자자 또는 회사이다. 따라서 출자계약위반책임제도에서 

책임부담주체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발기인 또는 새로 증가한 

주주이고 책임부담대상은 회사 또는 기타 출자자이 되겠다.  

<회사법> 제 28 조57에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미납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고 기타 출자의무를 이행한 주주에 대해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회사법> 제 83 조 58 는 회사 발기인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발기인은 회사정관에서 약정한 출자에 대해 응당 

발기인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57 동 26 
58  <회사법> 제 83 조: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서면의 

형식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비화폐의 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전이수속을 해야 한다. 

발기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기인협의에 의한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이 회사정관에 따라 출자를 인수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회사등기기관에게 회사정관 및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설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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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회사법해석(3)> 제 13 조 59 에서도 상술한 계약위반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고있다. 이러한 법률조항은 공동으로 작용하여 중국 

현행 주주출자계약위반책임제도를 구성하였는데 발기인과 주주 

계속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한에 맞게 출자금을 

완납한 주주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B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제도 

a 자본충실책임제도의 일반론  

 (1)개념과 특점 

이른바 자본충실책임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회사발기인이 회사 실제납입 자본과 정관이 정한 자본이 호상 

일치할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의무를 서로 담보책임을 부담하 는 

민사책임을 말한다. 60  다시 말해 이는 발기인들이 출자의무를 어길 

경우 출자의무위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모든 

                            
59  <회사법해석(3)>제 13 조: 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이러한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주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회사의 변제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주주가 이미 상기의 책임을 

이행하였을 경우, 법원은 청구에 대하여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주주가 회사 설립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소송을 재기한 원고가 회사의 발기인과 피고 

주주가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면 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발기인은 동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주가 회사 증자 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법 제 148 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상기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이러한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0 冯果，论公司股东与发起人的出资责任[J]，法学评论，1999(3)，42- 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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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들이 회사의 자본에 대하여 연대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충실책임은 회사법상의  특수한 민사책임의 하나로써  

회사의 조직성과 사단성(社团性)을 반영한다. 자본충실책임제도의 

입법목적은 발기인 사이에 상호 감독하고 제약하는 출자담보의 관계를 

건립함으로써 회사자본이 충분하게 확보하고 회사의 유효설립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와 회사 채권자 나아가서는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61 상기의 제도하에서의 발기인은 자신의 

출자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기타 주주의 출자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 

발기인이 회사의 정관 또는 발기인 협의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자신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기타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자본충실제도의 특점은 다음과 같다. 먼 자본충실책임은 

회사법상의 법정책임이며, 당사자의 약정을 그 필요 조건으로 하지 

않고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면제할 수도 없다. 

회사법상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에 속하고 

상기의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모든 회사에 적용하다. 둘째, 

자본충실책임의 부담 주체는 발기인이다. 62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과 

유한책임회사의 원시주주가 이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가 성립된 후 

주권양도를 통하여 가입한 회사의 주주와 회사의 새롭게 증가된 자본을 

인수하여 가입한 회사의 주주 및 모집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인수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것처럼 

주식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의 주주는 회사설립의 

과정에서 특수한 지위에 처해있기에 기타 주주보다 더욱 많은 기회와 

권리를 향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무거운 연대책임으로써 그 책임을 

                            
61 陈甦:公司设立者的出资违约责任与资本充实责任，法学研究 1995(6)，45-51 면 
62 赵旭东，新公司法制度设计[M]，法律出版社，20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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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상호간에 유효한 제약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사이의 실제적인 

공평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3   셋째, 자본충실책임은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로부터 기하는바 회사의 유효 성립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자본충실책임제도의 입법목적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 

규정하는것을 통하여 회사자본을 확보하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충실책임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넷째, 자본충실책임은 

연대책임이자 무과실책임이다. 즉 회사의 전체 발기인은 과실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자본의 불충족사실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자본충실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 발기인은 

출자의무를 위반한 주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 발기인들이 함께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잇다.  

 

 (2) 내용  

   이론상에서 자본충실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수담보책임, 납부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학술계에서는 상기 

자본충실책임이 출자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64 각 나라의 입법례 역시 서로 상이하다. 

주요 대륙법계 국가(또는 지역),예를 들면 일본 상법,독일 주식회사법과 

유한책임회사법, 중국대만지역의 회사법 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63 李国斌，.试论我国公司法上资本充实责任制度之完善[M]，中国政法大学 2009 年硕士学

位论文. 
64  관련 학술 관점 참조 

赵旭东主编:公司法学[M]，高等教育出版社，2006，263 면；冯果:论公司股东与发起人的

出资责任[J]，法学评论，1999(3)，42-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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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65  필자는 출자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써 출자계약위반행위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은 

것이기에 자본충실책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자본충실책임은 일반적으로 계속이행책임, 인수담보책임, 

납부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및 출자손해배상책임 등 5 가지 유형으로 

귀결할 수 있다.  

   계속이행책임은 주주가 사전의 협의와 정관중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데 관한 약속을 위반하여 게약위반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자출자에 대하여 출자를 계속 이행해야 함을 가리킨다. 

인수담보책임은 주식유한회사가 성립된 후 아직 지분이 인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인수한 뒤  취하된 경우 발기자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납부담보책임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주식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비화적 재산을 납부하니 않았을 경우 

발기인이 주식금액을 납부하거나 비화적 재산가치와 상응한 금액을 

연대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보충책임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납부한 실물, 무형재산 등 출자재산의 실제 가격이 

정관에서 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기타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차액연대보충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리킨다. 66 마지막으로 

출자손해배상책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 발기인의 인수, 약정납입 

또는 비화적 출자에 하자가 있고 동시에 이로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발기인은 이러한 손해에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말한다.67 

 

                            
65 谭秋月，论公司发起人的资本充实责任[J]，法制与经济，2008(2)，92-93 면 
66 赵旭东，公司法学，高等教育出版社，2006，263 면 
67 赵旭东，新公司法制度设计，北京:法律出版社，2006，4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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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약정납입제하에서의 자본충실책임 

자본충실책임제도와 주주 자본충실책임의 부담주체는 모두 회사 

발기인이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은 회사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 및 

회사존속기간에 모든 발기인이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발기인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저히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만약 발기인이 이행하지 못하거나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 발기인이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발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본충실책임유형은 계속이행책임, 납부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과 

출자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 그 중 계약을 위반한 발기인은 

계속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비위약발기인은 

납부담보책임과 차액보충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위약발기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계속이행책임과 손해배상납부책임에 대하여 

연대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약발기인과 비위약발기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은 비계약위반자에게 계약위반자에 대한  

보상청구권（追偿权）을 부여하였다. 

중국의 자본충실제도는 <회사법>제 30 조 68 , 제 93 조 69  및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3)>>제 13 조 70  제 3 항에서 규정되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68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30 조: 유한책임회사가 성립 후, 회사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비화폐 재산의 실제 가격이 회사 정관에 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하락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출자를 한 주주는 그 차액을 보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 시의 그 밖의 주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69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93 조：주식유한회사설립후, 발기인이 회사정관의 규정이 

정한 출자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보충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발기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 설립 후, 회사설립의 비화폐출자의 재산의 실제가액이 회사정관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동 자산을 출자한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기타 발기인은 이에 연대책임을 진다. 
70 동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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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한다면 회사 발기인은 자본충실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발기인은 자본충실책임의 유일한 주체로 된다. 중국회사법은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발기인의 

차액보충납부책임과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납부담보책임과 

차액보충납부책임을 규정하였다. 유한책임회사 발기인의 

차액보충책임은 <회사법> 제 30 조 71 에서 찾아 볼 수 는바 주주의 

현물출자가 불확실할 경우 발기인은 회사에 연대책임울 부담해야 

하는바 상기 주주의 부족한 출자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법> 제 93 조72에 규정되어 있는바 발기인이 회사법과 화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기타 발기인이 연대책임 즉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법이 

양자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보면 유한책임회사의 발기인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고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화페출자의 경우에도 해당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회사법해석(3)>제 13조73에서는 회사가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발기인은 기타 발기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를 막론하고 

발기인은 모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납부담보책임과 

차액보충책임이 이에 포함된다. 

상술한 두 가지 제도 규정 외에도 중국 국내 회사법 체계에는 

특수한 출자책임 부담 조항이 있다. <회사법> 제199조74와 제200조75는 

                            
71 동 78 
72 동 78 
73 동 69 
74<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199 조: 회사의 발깅인, 주주가 허위출자하거나 출자로서의 

화페 또는 비화페재산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일내에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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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의 허위출자행위와 출자금유출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규정하였고 <회사법해석(3)> 제13조76와 제14조77는 회사 이사, 임원이 

주주가 출자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부담하는 출자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다. 완전약정납입제의 심층적인 실행에 따라 전술한 특수한 회사이익 

관계자의 출자책임부담제도는 점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c 약정납입제하에서의 자본충실책임의 문제점  

상술한 바와 같이 2013 년 新<회사법> 개정 전 중국은 등록자본 

실제납입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舊<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 최초 납부 출자 비율, 납부기한 및 

법정 출자검사절차를 규정하였었다. 2013 년 新<회사법> 개정 후 

중국은 등록 자본 약정납입제를 실행하게 되었다. 즉, 최초 납부 출자 

비율을 제한 하지 않았으므로 발기인 및 주주는 회사 정관에 따라 출자 

기한을 협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강제적인 자본검사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舊<회사법>에서의 자본 충실 책임의 

전제조건은 비교적 엄격한 출자의무이고 해당 출자의무가 강제적인 

범퍼쿠션(안전판)을 형성하였다. 최저 등록 자본의 강행규정을 통해 

출자자의 기본적 자본 능력을 확보하였고, 출자 납부 기한 제한 규정은 

                                                                    
회사등기기관은 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금액의 5%이상 15%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75 동 45 
76 동 69 
77  <회사법해석(3)>제 14 조 :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출자를 뺴돌린 주주로 하여금 

원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출자를 빼돌리는 것에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공제인원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명하였을 경우, 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채권자가 출자를 빼돌린 주주로 하여금 빼돌린 원금과 이자의 범위내에서 

보충책임을 지고, 자금을 째돌리는 것에 대하여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공제인원이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였을 경우, 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출자를 빼돌인 주주가 이미 상위의 책임을 진 상황에서 기타 

채권자가 이러한 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웅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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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출자할 때 적어도 중/단기의 자본을 출자할 능력을 

겸비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였다.  

물론 법정 등록 자본 제도하에 자본 충실 책임의 적용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현행 사법체계하에 자본 충실 책임은 출자 

의무를 이행한 발기인이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중국 

舊<회사법>은 출자 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서 

발기인은 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출자 행위의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新<회사법>은 기존 자본 제도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회사자본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법정 자본 

체제하에 형성된 범퍼쿠션이 없어지면서 발기인 간 자본 충실 책임 

적용의 딜레마가 더욱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다. 

 

(1)완전 약정납입제로 인하여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은 현상이 

자본 충실책임을 가중했음 

약정납입제 개혁으로 인하여 출자검사절차를 조사 취소하고, 

무기한 할부납부방식이 개방 됨에 따라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은 현상이 날따라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은 문제에 대해 별도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상술한 허위자본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한 수단으로 되겠다. 완전 약정납입제를 실시한 

후 현행 제도하에서 자본이 허위적으로 높은 경우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회사의 이익관계자 중 어느 주체의 리스크가 제일 

많이 가중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위반 

발기인에게 있어서 그는 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합리성이 존재한다. 둘째, 채권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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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적 중요한 지위에 놓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거래대상을 선택할 때 자본보다는 회사 자산을 주요한 참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약정납입제도 프레임하에서 잠재적 채권자인 거래상대방은 

더욱 더 새로운 기준으로 거래대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신중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새로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며 손해를 

당할 경우에도 자본충실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해 손해을 만회할 수 

있기에 허위고액자본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게 되는 주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약발기인의 경우 해당 발기인이 부담하는 자본 충실 

책임 한도는 위약발기인이 약정납입한 자본 및 실제납입 자본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발기인이 출자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면 비계약위반발기인, 특히 그 중의 소액주주들은 거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납입제 개혁의 제일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 특히 완전 약정납입제하에서는 약정납입 자본과 실제납입 자본 

간의 차액이 합법적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비계약위반발기인은 본인의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상황의 합리성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2)유한 책임 원칙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짐 

유한 책임 제도와 회사 자본 제도는 현대 회사 제도의 양대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한 책임 제도는 현대 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하였으며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 책임만 

부담하도록 하여 현대 회사 운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78  

행위확정성 이론에 따르면 유한 책임제도는 상사 주체가 출자행위를 

                            
78 李德智，论公司有限责任制度[J]， 现代法学，2005，(3)，124 -1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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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의 최대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한도로 해당 상업적 행위를 행할지 

여부에 대해 자가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은 <회사법> 제 3 

조 79에서 유한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회사법 중 

많은 부분이 본 원칙을 바짝 맴돌아 펼쳐진다. 유한 책임은 기타 제도 

및 구체적 법률규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그러므로 유한 책임 원칙을 위반한 제도 혹은 조항은 존재할 

합리성이 없으며 해당 원칙에 대한 돌파도 유한 책임 원칙 기능 발휘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에만 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정납입제하에 

출자 의무의 시급성 대폭 낮추면 발기인 출자 의무 위반 가능성을 

높아지게 되고 기타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 위약발기인은 기타 발기인의 출자로 인해  법률이 

수용 가능한 차이 상태에 처하게 되어 본인이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자체가 유한 원칙에 대한 일종의 

돌파이다.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한 자체가 유한 책임 원칙에 

대한 일종의 돌파이다. 등록 자본 약정납입제도는 유한책임 원칙을 

돌파할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유한 책임 제도는 투자자가 

본인 행위에 상응한 최대정도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하도록 촉진하여 시장을 활설화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유한 책임 제도를 돌파하는 것은 투자자가 자신이 미래에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예측함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투자 

                            
79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이며, 독립적인 법인재산을 가지고, 

법인재산권을 향유한다. 회사는 전부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가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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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약화시키는  유한 책임 제도의 기초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0 

  

(3)투자자 이익 불균형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회사 

자본의 인수자인 동시에 설립 중인 회사의 기관이기도 하다. 

전자로써의 발기인은 출자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 상응한 출자 권리도 

향유하고 있다. 후자로써의 발기인은 본인의 직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게 된다. 81 발기인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로 

인해 법률은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지도록 강행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이것으로 투자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확정자본제도하에 이러한 이익 균형에 대한 질의는 여전히 존재한다.82  

투자자 이익 불균형이란 주로 출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기인과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한 

발기인 사이, 또는 발기인과 회사 설립 후의 신입 주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익 불균형을 가리킨다. 중국 약정납입제도 설립 후 투자자 

이익 불균형 문제는 더 첨예해지고 있다. 첫째, 출자 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발기인과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한 발기인을 비교해 볼 때, 

전자는 출자 계약위반책임만 부담하면 되는데 후자는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했더라도 강행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자의 출자 의무에 기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후자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 발기인과 주식인수를 통해 가입한 새 

주주들 을 보면, 후자는 본인 투자액에 한하여 유한 책임을 부담하게 

                            
80  
龙克琼，论认缴制下发起人的资本充实责任，华中师范大学研究生学报，2017（2），43면 
81 印通，李新天，重访资本充实责任[J]， 江汉论坛，2015 
82 代晨，反思我国公司立法的资本充实责任[J]，中南民族，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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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발기인은 본인 투자금 범위를 초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차별 대우는 

주주 평등 원칙을 위반하며 투자자 이익 불균형, 주주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회사 운영에도 사실상 불리하다. 

  

(4)자본충실책임 적용의 확대 추세 

독일은 유럽연맹에 가입한 후, 경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 년에 회사출금관제에 대해 수정을 하여 “기업가유한책임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최저납입자본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독일에서의 회사법은 최저납입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변경할 

수 없게 하였고 일종의 기업주책임을 통해 회사 설립자본금을 낮출 수 

있게 하였다. 독일 유한책임회사가 적용하는 보충책임은 여전히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의 개인 및 모든 주주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보충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83 독일 회사법은 다른 나라 회사법에 비해 

자본충실책임에 대한 내용 규정에 있어 인수담보책임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인수담보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주식회사의 자본충실책임 주체는 보통 발기인,이사,감사 등이다. 

그들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면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84  일본은 1990 년에 <일본상법전>을 수정하여 

최저자본금액규칙을 도입 하였다. 하지만 2005 년 일본은 회사법에 

대하여 큰 개정을 하게 되면서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을 

취소하였다. 일본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설립시 납부 혹은 교부하지 

못한 주식은 설립전에 전부 해당권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83 [德]格茨·怀克，克里斯蒂娜·温德比西勒.德国公司法[M].殷盛译，北京:法律出版社，

2010:366 
84 綦书纬，严格法定资本制与资本充实责任的式微——我国现行公司法资本充实责任相关规

定之检讨，南京政治学院学报，2009，(2):7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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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 성립후의 책임보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발기인과 이사 등은더 이상 무과실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85  또한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의 해당유형의 

구분을 페지하여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포함시켰으며 주식회사를 

주식이전 제한을 받는것과 주식이전 제한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시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저등록자본제를 취소하였으며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페지하였다. 차액보충책임 방면에서는 

회사 설립방식이 다름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데 만일 회사가 

발기설립될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회사가 모집설립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다시말하면 일본회사법은 

자본충실책임의 규정에 대하여 단일한 과실책임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한 형식에 따라 부동한 귀책원칙을 적용하는 주의 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역외법（域外法）상에 자본 충실 책임은 대체로 

범위가 축소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일본 회사법상에 자본 충실 

책임은 엄격한 책임 담보부터 감시 책임까지의 전변을 거쳐 자본 충실 

책임의 적용 범위 또한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달리 중국 법상의 자본 

충실 책임의 발전 추세는 반대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자본 

제도가 실제납입제로부터 약정납입제로 변경된 것이 궁극적인 원인으로 

되겠다. 즉 중국은 자본제도가 엄격한데로 부터 느슨한 제도로 

완화되었기에 자본 충실 책임 제도를 강화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 회사법 제도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지 

않다. 

중국의 사법적 실천과정에서 법원은 보통 채권자 등 관련 주체가 

위약발기인 및 기타 발기인에게 연대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85 【日】前田庸, 公司法入门，王作全译，北京大学出版社, 2012 ，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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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86 일부 법원은 채권자 등 관련 주체가 기타 개별발기인에게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의 왕려나(王丽娜) 박사는 계약위반당사자를 넘어 

기타 발기인에게 직접 자본 충실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타장하지 

않다고 본다.87  그것은 ‘해당 방식은 비록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는 있지만 위약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기 전 기타 발기인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게 되면 기타 발기인은 본인이 

약정납입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 충실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타 발기인에게 있어 공평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기타 발기인이 

연대 책임을 부담한 후 연대 책임 내부 배상청구기제에 따라  위약 

발기인에게 다시 상환 소송을 하게 될 경우소송 부담을 증시키기 

때문이다. 88 이러한 이유로 왕려나(王丽娜) 박사는 독일 법률의 규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독일유한책임회사법> 제 24 조의 

“보충책임”과 같이, 미납금을 취득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기타 주주는 비로소 자신의 업무 

해당관계에 따라 부족한 잔액에 대해 보충납입해야 한다고 본다. 89 

기타 국가 및 지역과 달리 중국의 자본 충실 책임은 여전히 

신규제도이다. 회사법 이론 및 사법 실무에서는 아직 자본 충실 책임의 

청구권 주체, 부담 주체 등 문제에 대해 논쟁이 존재하며 일부 문제는 

명확한 적용 규범도 없다. 기타 국가는 자본 충실 책임 적용 범위를 

점차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회사법 규정은 자본 충실 

                            
86 참고 코루 소 사서화 만간 대출분쟁안,산동성고급인민법원(2014)루민일종자제 491호 

민사소송판결;주산시화순원양어업유한회사 및 강위양 등 보상청구권 

재심안,절강성고급인민법원(2014)절민재자제 48 호민사판결서.  
87 王丽娜，公司资本充实责任的变迁与去向—基于公司法规范修订沿革的考察，求索，2016

（9），73 면 
88 王丽娜，公司资本充实责任的变迁与去向—基于公司法规范修订沿革的考察，求索，2016

（9），73 면 
89  [德]格茨·怀克、克里斯蒂娜·温德比西勒: 《德国公司法》，殷盛译，法律出版社，2010 

年， 36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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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회사법과 불일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향은 학계 및 입법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상법연구위원회 회장인 조욱동(赵旭东)교수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 

‘회사채권자 권익을 보장하는 길은 ‘자본신용’으로부터 ‘자산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중국 회사법상의 회사 채권자의 보호는 

자본 충실 책임 제도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대신, 자본 충실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자본금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등록자본금 허위신고에 대한 규제는 <회사법>제 198 조와 

<형법>제 158 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회사법>제 198 조에 따르면 

회사법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자본을 허위적으로 신고하거나 등기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다른 사기수단을 사용하여 중요사실을 

숨기고 회사등기를 취득할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해당 회사에게 시정을 

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등록자본허위신고를 한 회사에게는 허위신고한 

자본금의 5%이상 15%이하의 벌금을 부과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수단을 사용하여 중요사실을 숨긴 회사에게는 5 만위안이상 

50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할 수 있다.90 <형법>제 158 조에 

따르면 회사등기신청 시 허위증명문서 또는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등록자본을 허위적으로 신고하고 회사등기기관을 기만하여 회사등기를 

하였을 경우 허위신고한 자본금액이 크고 후과가 엄중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죄질이 있다면 3 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90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19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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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본금액의 1%이상 5%이하의 벌금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91 

    

제 3 절 하자출자의 법률적 효과 

출자에 하자가 있는 주주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핵심문제는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어떤 권리에 대해 마땅히 제한을 

가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는 주주권리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주주권리를 비례주권과 비비례주권으로 나누어 주주는 

자신이 실제 납부한 출자액의 비례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하자출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하자출자주주의 비례주권을 제한하고 

주주의 알 권리, 제안권 등 비비례주권은 제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일부 학자는 또 주주권리를 자익권(自益权)과 

공익권으로 나누어 주주가 하자출자한 경우에  자익권(自益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공익권은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익권(自益权)은 주주 자신의 권리와 관련되기에 이에 대해 

제한하는 행위는 타인과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지만 

공익권(公益权)은 기타 주주 및 회사의 이익과 연관되기에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 회사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일부 관점은 회사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회사가 

자주적으로 하자출자주주의 주권의 제한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주주의 권리를 자익권(自益权)과 

공익권(公益权)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주의 권리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91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 1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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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익권(自益权)과 회사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公益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수익(资产收益)을 향유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자를 

선임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2 , 전자는 자익권에 

해당하고 후자는 공익권에 해당한다. 93 만약 모 종의 권리에 대해 

영향을 가하지 않는것이다면 회사 및 기타 주주의 권리에 영향 주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는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은 주주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로서 모두 자익권(自益权)에 

해당한다. 알 권리, 경영관리권 등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로서 공익권(公益权)에 해당한다. 주주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출자금을 유출(抽逃出资)한 경우, 주식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해당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를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94  이밖에 필자는 주주의 의결권은 자익권(自益权)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응당  제한의 대상으로써 되어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2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4조: 회사의 주주는 법에 의거, 자산 

수익권과 중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 등을 선택할 권리를 

향유한다. 
93 김건식,전게서,2018,71 면 
94 김건식,전게서,2018,8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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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출자미이행에 관한 특별한 규제 

제 1 절 미출자자에 대한 납입독촉  

가 중국 납입독촉제도의 현황 

중국 자본제도 개혁 후 주주출자제도는 실제납입로부터 

약정납입으로 변하였고 실제납입제 상 기존의 전액실제납입 또는 

분할실제납입은 모두 주주의 출자기한을 규정하였다. <회사법> 개정 후 

주주가 등록자본금을 실제납입하는 문제는 더이상 법률의 강행 규정이 

아니라 주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주주가 약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사법> 제 93 조95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기한이 만료된 미납 출자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중국 <회사법>은 이사회, 감사회, 임원의 충실, 

근면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이사회, 감사회, 임원의 납입독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회사법 사법해석(3)>제 13 조 96 에서는 

회사운영단계에서 증자할 경우의 독촉의무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사회, 감사회, 임원은 미납입된 증자 저금에 대해 독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회사법>개정 후의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 감사회, 

임원은 자본금증가의 경우에만 납입독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주가 미납한 출자금에 대해 

독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7  그러나 약정납입제에서 주주가 

정관에서 약정한 출가기한이 과도하게 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95 동 79 
96 동 69 
97  

俞巍，陈克，公司资本登记制度改革后股东责任适法思路的变与不变，法律适用，2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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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수정될 수 있기에 일부 주주는 출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자기한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적지 않는데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아주 큰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원인을 따져보면 

중국이 새로운 회사법에서 출자독촉책임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출자에 대해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행 

가능한 독촉방안들을 제정할 것인지 데 대해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 중국 이사의 납입독촉책임에 대한 쟁점   

<회사법>제 147 조98 및 <회사법 해석(3)> 제 13 조 제 4 항99에 

의거하면 이사는 주주의 출자 의무에 대해 감독 및 심사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자본 충실 책임의 부담 주체에는 응당회사의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맡고 있고 회사 설립 당시 이사는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회사 설립 시의 주주나 발기인의 출자하자 사실을 응당 알고 있어야 

했기에 이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공평하다. 100 이와 상반되게 

어떤 학자들은 회사 설립 시의 발기인 이은 후에 이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들이 자본충실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적 책임이 

                            
98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147 조: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부담한다.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불법이익을 얻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99 <회사법해석(3)>제 13 조 제 4 항: 주주가 회사 증자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법 제 148 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상기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이러한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0 刘刚仿，赵奇志著，公司发起人法律制度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06， 

19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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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히기도 하였다. 101   필자는 이사의 

납입독촉의무는 의무의 근원 및 책임 성질이 일정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사의 출자감독의무는 법률이 이사에게 부여한 

특수직권으로부터 생성된 법적 의무인데 주주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 

설립 시의 계약과 회사 정관에서의 출자납부약속에서 오는 

계약의무이다. 이사의 납입독촉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부작위 책임인 

반면 주주의 자본충실책임은 주주가 출자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을 

위반함에 있어서 생기는 위약책임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  유효한 납입독촉제도의 구축 

회사 자본제도의 목적은 회사 자신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연성과 

기동성을 주어 회사 업무 경영 발전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주주가 출자의무 범위와 이행기간을 스스로 

약정하기 때문에 자금탄력의 주도권은 회사가 아닌 주주의 손에 쥐어 

있고, 회사 설립 후 자금수요가 있을 때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주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기제는 없는 실정이다. 102  그러므로 

효과적인 납입독촉제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른바 

납입독촉제도란 회사가 주주가 납부해야 할 출자금 액수와 시간, 

출자방식 등을 일정 기간 앞당겨 서면으로 공지하주면서 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르는 불리한 결과와 책임을 주주에게 알려주어 

주주로 하여금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01 张景三:，公司发起人资本充实责任研究， 《中外企业家》2005（1），59-60 면 
102 王文宇，简政繁权——评注册资本认缴制，财经法学，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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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납입독촉제도의 주체 확정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사의 경영결책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중국<회사법> 제 147 조 103  제 1 항은 

회사의 이사, 임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와 임원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자산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독촉을 하는 주체가 되어 회사를 대신해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현행법상 <회사법해석(3)> 

제 13 조 104  제 4 항에서는 회사 증자 시의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성신의무에 근거하여 납입독촉책임을 부담할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제도 개혁의 새로운 추세 하에서는 이외에도 주주가 만기되었으나 

미출자한 경우와  출자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회사 경영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은 독일, 일본 등 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납입독촉제도를 구축하여 

주주가 약정납입한 자본이 확실하게 납부되도록 해야 한다.  

  

B 납입독촉제도의 적용 요건 확정  

앞서 서술한 바 납입독촉의무는 회사 증자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되었으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출자 만기전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103 동 108 
104 동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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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납입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주주가 미출자한 경우에도 이사와 

임원은 납입독촉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회사법> 제 13 조 105 의 규정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약정납입제하에서 납입독촉 의무적용 범위를 주주가 만기된 후 미 

출자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절박하다. 

동시에 <회사법해석(3)>제 13조106 제 4항에서의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상응책임”은 너무 모호하여 실무에서 적용이 쉽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상술한 주체들의 성신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출자금을 미납하게 한 경우, 그들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미납입 

주주와 같이  회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107  다음, 회사가 경영난이 발생하여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와 임원은 납입독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 회사는 사회 관계중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단순히 외부 법률만으로는 이익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어렵기에 . 108   이 점을 감안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관리자는 기타 이익 관계자들에게 성신의무를 져야 한다. 

  

C 납입독촉제도의 절차 확정  

절차는 실체법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납입독촉기제에 

대한 절차법의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 이사회는 납입독촉 의무주체의 

                            
105 동 69 
106 동 69 
107  刘凯湘、 张其监，公司资本制度在中国的立法变迁与问题应对， 

河南财经政法大学学报， 2014 （5） 
108 施天涛，公司法论，法律出版社 2014（3），401-4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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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시 기관으로서 주주 출자에 대해 조사와 감독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이사, 임원을 뽑아야 한다. 이들은 회사 설립 초기의 주주의 

출자상황과 지속적인 출자의무 이행능력 겸비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회사의 후속 운영에서 주주의 실제 출자여부를 감독하고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 납입독촉을 하고 

이사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실무 중, 일부 출자 미납입  주주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선출된 

전문 그룹의 구성원들은 납입독촉 의무를 게을리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 때문에 이사, 

임원들도 출자 미납입 주주와 같이 미납입 출자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납입독촉제도 설계 시 자본충실책임제도의 확대 

적용을 충분히 피면해야 한다. 

 

제 2 절 미출자자의 제명 

중국의 <회사법>은 주주제명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3)>(2011.2.16)(아래 <회사법해석(3)>)제 

18 조 109 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자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든 

                            
109  <회사법해석(3)>제 18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부의 출자를 빼돌렸을 경우, 회사로부터 납입이나 반환하라는 최고를 받았으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입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이사회 결의의 형식으로 

주주자격을 박탈하였을 경우, 해당 주주가 이러한 해제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항의 규정하에, 인민법원은 판결시 석명하여야 하며 회사는 적시에 감자절차를 

행하거나 기타 주주 또는 제 3 인에게 상응한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감자 절차진행 

전 또는 기타 주주 또는 제 3 인이 상응한 출자를 납입하기 전, 회사의 채권자는 동 법 

제 13 조에 의하여 관련 당사자가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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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유출하는 경우, 회사의 납입독촉절차를 거쳐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적당한 기간 내에 여전히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유출된 자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당사자 주주의 주주 자격을 제명할 권리가 

있고 당해 주주가 법원에 해당 제명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신청할 

경우, 법원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유한책임회사의 

미출자자는 주주제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출자금을 유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 논문에서 미출자자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출자금을 유출하는 경우도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중국은 이 사법해석을 통해 처음으로 주주제명제도를 

도입하였고 본 조항은 법적 공백을 메워 법원이 주주제명분쟁의 

재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되었다.  

 

중국 유한회사의 주주제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판례 1: 110 ) . 사안에서 원고 민생식품회사는 

2013 년 3 월 15 일 로남현 공상국(洛南县工商局)에서 등기 성립 되였다. 

2014 년 두 피고 왕인평（王仁平）과 주승성（周承星）은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을 통하여 원고회사에 가입하였는데 2014 년 5 월 14 일 

두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 왕진서（王振书）와 <정관>을 체결하였다. 

<정관>에서 약정한바에 따르면 원고회사는  세명의 주주로 구성되는 

바 왕진서가 8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 왕인평이  800만원을 출자하며 

피고 주승성이 1200 만원을 출자하는데 그 약정납입 시간은 

2014 년 6 월 9 일이라고 하였다. 2014 년 6 월 9 일 원고 회사는 로남현 

공상국에서 등기수속을 완성하였으나 두 피고는 출자액을 납입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여려 차례 최고하였으나 여전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110 (2017)陕 1021 民初 1110 号民事判决书：洛南县民生食品科技开发有限责任公司与王仁

平、周承星股东资格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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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피고 왕인평은 2 년래 행방불명이고 또한 

오봉토가족자치현(五峰土家族自治县)인민법원에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등록부문에서 

“오증합일(五证合一)”을 실행한 후 피고 왕인평의 피집행인 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적인 등기 수속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여  원고 

민생식품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엄중한 영향을 받았다. 

2017 년 8 월 26 일 회사의 주주인 왕진서와 주승성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  피고 왕인평의 주주자격을 해제하고 원고 

민생식품회사에서의 모든 직무를 면하였다. 주주 왕진서와 주승성은 

모두 상기의 결의를 동의하였다. 

원고 민생식품회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하였다: 1.주주회 결의가 유효할 것을 확인; 2.피고 주승성의 

주주자격을 해제. 이에 피고 왕인평은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 주승성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관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주주의 자격을 향수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송 요구를 승인하였는 바 법원에서 

자신의 주주자격을 해제할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민상사활동은 마땅히 법률규정, 성실신용, 대등한 

권리의무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첫째, 본 사건의 두 피고는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출자를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여러차례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관리할동에도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두  피고의 행위는 출자의무를 엄중히 위반하였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피고 왕인평의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인 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적인 등기를 활수 없게 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왔고 회사에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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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안겼다. 두 피고의 행위는 민상사활동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는 

바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셋째, <회사법해석(3)>제 18 조에 따르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결의의 형식을 통하여 

그 주주의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왕인평의 주주자격 및 회사에서의  모든 직무를 해제하는 

결정을 형성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상기의 결의에 동의 

하였다. 비록 원고 회사에서 피고 왕인평의 주주자격을 해제하고 원고 

민생식품회사에서의 모든 직무를 해제하는 주주총회에 피고 왕인평이 

참가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행방불명이라는  객관적인 원인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와 동시에 피고 왕인평의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었기에  피고 왕인평이 주주총회에 참가하더라도 

주주제명제도에 따르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왕인평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형성한 결의가  

합법적임을 인증하고 원고회사  주주회의에서의 피고 왕인평의  

회사에서의 모든 직무 및 주주자격을 해제하는 결의에 대하여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첫번째 소송청구를 지지한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 주승성의 주주자격을 해제하는 소송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주승성은 자신이 출자의무를 엄중히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주주자격 및 원고회사에서의 모든 직무를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5 조, 제 146 조제 5 항 및 

<회사법해석(3)>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회사가 주주회의에서 

결정한 피고 왕인평의 회사주주 자격 및 회사에서의 모든 직무를 

해제하는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승성의 원고 회사에서의 

주주자격 및 직무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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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1 은 지금 단계에서의 중국의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제도를 반영하는 가장 전형적인 판례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제명제도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재판 

실무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다. 또한  주주 제명제도의 입법효력은 

낮은 편이며, 제도의 적용 요건, 적용 절차, 적용 결과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규범화할 것을 

요한다. 제도에 대해 세부적 규정을 두어 적용규칙을 분명히 해야만 

제명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사법의 

실무적 속성을 구현해 회사법의 완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가 주주제명제도의 일반론 

A 주주제명제도의 개념  

 

주주제명제도는 먼저 회사가 개별 주주를 해임하고 주주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주제명권은 특정 주주와 

회사 간의 법적 관계를 해제하기 위해 회사법에 명시된 회사가 

향유하는 일종의 권리능력이다. 제명대상 주주 이외의 기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거나 또는 법원에 판결을 청구함으로써 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법적 결과로 주주는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자신의 자격 및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사는 

주주제명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전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특정 

주주에게회사의 공동 목적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특특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주주를 제거 할 수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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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양군인(杨君仁)은 주주제명은 주주가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특정 주주를 제명하는 것을 통해 회사의 생존 및 기타 

주주의 회사 운영 의지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효율적인 

주주집단방어방법이라고 주주제명제도를 평가하였다. 111  

유병영(刘炳荣)은 주주제명권은 회사가 법정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 

자격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률 제도 112라고 했었다. 오덕성(吴德成)은 

또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는 특정 주주를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기타 전체 주주의 강제적 성질을 띤 결의안 113  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렇듯 학자들은 주주제명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동인식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제명을 당한 주주는 회사에서 피동적으로 추방된다. 둘째, 

주주제명에는 특정 사유 (법정 또는 의제)가 필요하다. 셋째, 

주주제명을 당한 결과, 해당 주주는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3 가지 공동인식은 또한 주주제명제도의 독립적 가치를 반영한다. 

“피동적”은 주주제명이 주주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해당 주주의 

의지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주주제명제도와 

주식양도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서로 구별된다.. “특정 

사유”는 주주의 주주 제명에 관한 법률 규정을 구현한다. 즉, 주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주주는 아무런 이유없이 제명될 수는 

없으며 법률 또는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제명될 

수 있다. "주주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주주제명제도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와 "피동적"  의욕향의 결합이 바로 주주제명제도의 

본질이다.  

                            
111 杨君仁，有限公司股东退股与除名，神州图书出版有限公司，2000，117 면  
112  
刘炳荣，论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厦门大学法律评论（第 8 辑），厦门大学出版社，200

4，426 면 
113 吴德成，有限责任公司股东的除名，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2005，1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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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회사법>은 주주제명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3)>(2011.2.16)(아래 <회사법해석(3)>)제 18 조 114는 주주가 

자본 출자 채무를 위반 한 경우 주주제명제도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제명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제명의 절차 , 결과,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는 일반개념상의 주주제명제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및 기타 국가의 경우 주주제명제도는 적용 범위, 제명 

사유, 제명절차 및 제명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아직 주주제명제도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B 주주제명제도의 법적 성질 

주주제명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명권은 회사의 배타적이고 강제적인 권리이며,형성권의 하나이다. 

주주제명권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할 때에만 유효하다. 

주주제명의 방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주주 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 판결로 주주제명을 이루어 지게 된다. 전자의 효력 발생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달려 있으며 후자의 효력은 권리자의 

의사표시와 법원의 판결이 결합에 근거한다. 둘째, 적용 상황은 특정된 

것으로 목적이 단일하다. 회사의 주주제명결의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후에는 제명을 당한 주주는 주주의 권리와 지위를 완전히 

                            
114 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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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된다. 결과가 엄중함으로  주주제명제도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주주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주제명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 단일 목적을 규정한 의의는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제명제도을 악용하여 다른 주주들을 압박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엄격한 절차. 주주 제명제도 

결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데 이 것은 본 제도의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 또한 주주제명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고한 주주의 

권리를 해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한 수요이다. 합리적인 

주주제명 결의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회사 및 신용을 지킨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관계된다. 

 

C 주주제명과 주식인수인의 실권의 차이 

    학계는 주주제명제도와 주식인수인의 실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양자 모두 기업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데, 두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주제명제도만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주식인수인의 실권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유한책임회사법> 제 21 조 내지 제 25 조 및 

<독일주식회사법> 제 64 조부터 제 66 조는 각각 유한책임회사 및 공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인수인의 실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주주가 

회사에 출자를 완전히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정해주는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주주가 출자하지 않으면 주주의 

자격은 소멸되고 지급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주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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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적용되고 입법 취지는 자본 축적을 유지하고 기업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주식인수인의 실권은 정관 또는 주주 총회에 

의해 배제될 수 없으며 강제성이 있다. 115   <일본상법> 제 179 조는 

"주식 인수자가 자본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발기인이 지정한 날짜 

이후에도 지불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권리를 잃었다고 고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주식인수인의 실권 제도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는 단계에 적용되며 주주출자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주주들이 

자본 출자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주주 실권이란 

주주가 출자금을 미납하여회사가 독촉한 후의 일정 기간 내에 여전히 

자본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주주가 미출자 

부분에 상응한 주식을 상실했다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17  

    이로 부터, 주주제명제도와 주주 실권제도는 해당 조건과 적용 

결과에 있어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제도는 

모두 주주가 주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 될 수 

있으며, 적용 결과로는 모두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주주와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 법적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구별도 아주 명확하다. 첫째, 양자의 취지가 다르다. 

주주제명제도의 목적은 마음이 떠난 주주를 회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회사의 양호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주주 실권의 

목적은 이와 달리 회사의 자본이 충분하도록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둘째, 주주 실권제도는 주주가 출자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지만 주주제명제도는 

이외에도기타 중대 사유, 예를 들어 주주가 엄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둘의 적용 범위가 

                            
115 凤建军，公司股东的除名与失权——从概念到失权，法律科学，2013（2） 
116 何彩萍，论股东失权程序设立的必要性——一以诚信股东的权利救济为切入点，法制与社

会，2009（12） 
117 杨君仁，有限公司退股与除名，神州图书出版有限公司，2000，64-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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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 중국서북정법 대학교 교수 풍건군(冯建军)은 

또 제도의 법적 효력, 제도를 적용하는 강제 성, 회사의 내부 

결의기관과 주주가 향유하는 구제 권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두 제도의 차이점을 논증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주주제명제도와 주식인수인의 실권제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차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상법의 

주주제명제도는 본래 외국 입법례에 대한 참조산물이기에 유관 

법률제도를 완선화할 때 중국의 국정에 적합한 법률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나 중국의 주주제명제도의 입법 및 사법실무 현황 

A<"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3)>(2011.2.16) 

    중국은 <회사법해석(3)>이 반포될 때까지 주주제명은 상응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제 18 조 118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자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자금 전부를 유출할 경우, 회사가 

주주더러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반환하도록 독촉한 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도 주주는 납입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주주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주주가 법원에게 

해당 제명 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상위 조항의 규정된 상황에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회사가 

즉시 법정 감자 절차를 밟거나 기타 주주 혹은 제 3 자가 상응하는 

                            
118 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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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을 납부해야 할 것을 명시 해야 한다. 법정 감자절차 또는 기타 

주주 혹은 제 3자가 상응하는 출자를 하기 전에 회사 채권자는 본 규정 

제 13 조119 또는 제 14 조120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중국의 주주 제명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주주제명제도는 유한 책임 

회사에만 적용되며, 주식 회사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논란이 있다. 둘째, 주주가 자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모든 출자금을 유출한 경우 등 두 가지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는 주주가 납부해야 할 출자금이 회사에 전혀 

도착하지 않았거나 이미 전부 유출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명될 

수 있는 주주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제명 

결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제명될 수 있는 주주에게 

미납출자금을 납부하거나 빼돌린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재촉할 의무가 

있다. 넷째, 사법해석에서는 주주 제명권의 행사 주체를 회사로 

명시하였고 행사 방식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제명 결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주제명이 결정된 후 제명된 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 될 수 있다. 하나는 회사가 취득하는 동시에 감자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주주 혹은 제 3 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회사법해석(3)>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상으로 주주 제명을 

긍정하였고, 출자금 전액을 유출하는 것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제명제도를 적용하는 법정상황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는 미래의 

주주 제명제도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회사법해석(3)> 

의 규정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내용이 매우 협소하여 주주 제명에 

                            
119 동 69 
120 동 87 



 67 

대한 적용요건, 법률적 절차, 제명된 주주의 주권에 관한 규정 및 

제명된 주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 등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저자는 아래 문장에서 구체적인 서술을 하도록 

하겠다. 

 

B 중국의 주주제명제도의 사법실무 현황 

중국 주주 제명제도가 사법실무에서의 실제 운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주주 제명',  '주주 제명 확인의 소' 등의 키워드로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2012-2018 년도의 주주 제명에 관한 

유효재판서는 모두 243 부가 있었다. 중국재판 문서망121에 수록된 재판 

문서의 범위는 전국 각급 인민법원의 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122필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재 중국 주주 제명 제도를 분석하여 

사법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a 주주제명소송의 복잡성 

    주주 자격 문제는 중국의 회사 분쟁에서 늘 초점으로 간주되는데, 

단순히 “주주 자격 분쟁 해소” 혹은 “주주 제명”을 사유로 하는 사건은 

매우 적고 대부분 기타 사유로 사례의 성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2012-2018 년 사이의 판결문으로 주주 제명 소송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주로 '주주 자격 확인 분쟁', '회사결의 효력 확인 분쟁', '회사와 

관련된 분쟁'과 '합명계약 분쟁'123등을 주요 사유로 하고 있다.  이처럼 

                            
121 中国裁判文书网 http://wenshu.court.gov.cn/ 
122 2014年1月1日，《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在互联网公布裁判文书的规定》正式实施。

该司法解释明确，最高人民法院在互联网设立中国裁判文书网，统一公布各级人民法院的生

效裁判文书。 
123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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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주 제명 분쟁사례는 비교적 복잡하고, 주주 제명 문제는 

통상적으로 주주출자 분쟁 등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주주 자격 문제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b 주주 제명 사유는 출자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주주제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출자의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판례를 열거하기 어렵다.  

아래에 필자는 두 가지 판례로써 서술하려 한다. 

판례 2：124 

사건사실: 2017 년 7 월 3 일, 박아회사(博雅公司)는 주주회의를 

주최하여 <박아 Taxi 유한회사주주회결의>(이하<주주회결의>라고 

칭함)를 체결하였는데 결의에서 조군, 왕영명, 양복전, 양모 등 22 명을 

박아회사의 주주로 결정하였다. 주주 조군은 화페의 

방식으로 72000 원을 약정납입하였는데 이는 등록자본의 4.5%를 

차지한다.  약정납입의 기한은 2037 년 7 월 3 일이다. 

<박아 Taxi 유한회사정관>의 게재에 따르면 회사의 등록자본은 

160 만원 인민페이고 회사등록자본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인수출자액이다. 정관중의 주주 명칭에는 조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수출자는 72000 원이고 출자방식은 화폐이며 출자비례는 4.5%이다. 

2017 년 7 월 21 일, 박아회사(갑측)와 조군 등(을측)은 <경영에 참여한 

경영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을측이 소유한 모든 차량의 소유권 및 

현존의 경영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출자하며 차량 한대가 

                            
124(2018）川 09 民终 773 号民事判决书：遂宁市博雅出租汽车有限公司、赵军公司决议效

力确认纠纷二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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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1 주에 해당하며 동액동분한다고 약정하였다. 2017 년 10 월 25 일, 

박아회사는 서면 방식으로 전체 주주를 통지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박아 Taxi 회사주주회결의>를 

체결하였다. 그 결의에 따르면, 조군의 사고의 엄중성 및  채권채무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에 조군의 회사가입의 합법성을 의심하여 주주 

조군을 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조군은 소송을 제기하여 박아회사의  2017 년 10 월 25 일 

결의가 무효하다고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1 심 법원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할 떄 주주들이 법률과 

회사 정관이  정한 사건 논의 방식 및 표결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여  법률, 회사 정관이 정한 표결권 비례에 도달할 경우 

주주회결의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박아회사에서는 

2017 년 10 월 25 일 체결한 <박아회사주주회결의를 > 제공하였는데 

비록 박아회사의 13 명 주주가 이 결의에 서명을 하였으나 박아회사의 

증인 양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전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주가 회수를 나누어 결의에 싸인한 것이었다. 조군의 증인 유명복 등 

증인 역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상기의 증거들은 

박아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박아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상황을 서면의 방식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회사 정관 제 25 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전체 주주표결권의 과반수 경우에야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바 이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박아회사의 

2017년10월25일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하다는 조군의 소송청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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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 Taxi 유한회사는 1 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심법원은 본 사안의 쟁점은 박아회사의 2017 년 10 월 25 일의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여부라고 인정하였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회사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내용은 

무효이다. 본 사안에서 박아회사의 2017 년 10 월 25 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은 상기 결의 내용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및 그 사법해석의 규정으로부터 볼때 

<회사법해석(3)>제 18 조 제 1 항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자격을 해제할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주주제명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바 즉 회사가 주주의 자격(제명)에 대한 행위의 효력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명은 주주가 출자의무를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즉 출자를 하지 않거나 모든 출자를 

빼돌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동시에 주주를 제명하기 전에 그 주주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즉 이 주주가 합리한 기한내에 

납부하거나 출자를 반환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형성하여  제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박아회사의  2017 년 10 월 25 일 조군을 

제명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본 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박아회사가 조군 등과 

체결한 <경영에 참가하는 계약서>중에서는 조군 등은 소유하고있는 

Taxi 차량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다고 

약정하였다. 동시에 박아회사는 조군 등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조군 등에게 <출자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현재 조군은 이미 

박아회사에서 발급한 <출자증명서>를 취득하였고 <자동차등기증서>와 

<도로운수증>은 모두 박아회사로 등기되여 있으며 또한 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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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회사 주주 명부에 기록되여 있는 주주이기에 이로부터 조군이 

출자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박아회사에서 조군의 

모든 출자를 빼돌린 증거가 없고 다만 조군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채권채무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군의 주주 신분에 

대하여 제명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자격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사법해석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박아회사의 

2017 년 10 월 25 일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이에 상소를 기각하고 

1 심판결을 유지한다.  

판례 3：125 

사건사실: 보혜회사（普惠公司）는 원래의 유림술제조공장이 

전민소유제 기업개혁을 진행하여 형성된 주주기업이다. 이연존은 

원래의 유린술제조공장의 정식직원이며 1997 년 6 월부터 공장에  

참여하였다. 1999 년 원래의 유림술제조공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체제개혁을 진행하였다. 1999 년 5 월 15 일 

섬서유림보혜주류그룹유한회사 정관 제 1 장 제 4 절: 회사의 모든 

직원은 주주에 가입하고 평등한  주권과 동등한 이익, 이익공유의 

원칙을 준수한다. 체제 개혁 후 이연존의 기본주는 2000 주이고 

신분주는 3132 주이다. 2002 년 6 월 2 일, 63 명의 주주(이연존은 

포함하지않음)의 참여하에 회의기요를 형성하였다. 2002 년 6 월 4 일  

보혜회사는 榆普发（2002）019 호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이연춘이 자주현 가짜술 제조 사건에 연루된 것과 연관된 처리 결정, 

섬서유림보혜주류그룹유한회사 정관 제5장 제5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원래의 주주 이연존이 자주현 가짜술 

제조 사건에 연류되여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기에 그가 

소유한 회사의 주권을 몰수함과 동시에 본인이 소유한 주권증명서을 

                            
125 （2018）陕 08 民终 310 号民事判决书：上诉人李艳存与上诉人榆林市普惠酒业集团有

限公司（以下简称普惠公司）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案二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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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하고 해임한다는 것이다. 보혜회사에서 榆普发(2002)019 호문서를 

작상한 후 이연존에게 송달하거나 통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연존은 2017 년 8 월에야 보혜회사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권을 

몰수하고 주권증서도 페지하였다는 것을 알았다.이에 이연존은 

회사결의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 심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제 22 조 제 1 항 “회사의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이다. ”와 <회사법해석(3)>제 18 조 제 1 항에 

따르면 주주제명 결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유효하다. 주주가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모든 출자를 빼돌렸을 경우 회사가 합리한 

기한내에 주주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출자하지 않은 주주를 제회한 1/2 이상의 

표결권의 주주가 표결을 통과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형성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보혜회사는 이연존이 2001 년 가짜 보혜춘술(普惠春酒) 

제조에 참여하고 자주현(子洲县)에서 판매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해하였다는 이유로 63 명의 주주의 참여하에 주주회 결의를 형성하고 

榆普发(2002)019 호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중 “이연존이 자주현(子洲县) 

가짜술제조사건에 연류되여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기에 

그가 소유한 회사의 주권을 몰수함과 동시에 본인이 소유한 

주권증명서을 페지하고 해임한다.”는 결정은 유효한 주주제명 결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으로 무효라고 본다. 

그후 보혜회사는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2 심법원은 그가 주장한 

회사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상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기에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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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사법실천중에서의 주주제명의 사유는 

매우 복잡하다. <회사법해석(3)> 제 18 조126는 “출자 불이행”과 “전액 

출자금을 유출하는”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소송절차에 들어간 주주 제명소송의 제명 사유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출자금의 대부분을 빼돌리거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로 회사 이익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주가 범죄를 범하는 것 

등은 모두 제명 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c 법원의 재판의 불일치  

   법률 규정의 미비와 사건 상황의 복잡함으로 인해, 동일한 

제명사건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원마다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때문에 1 심법원의 판결은 주주 제명소송의 2 심 또는 재심 판결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5) 주민종자 제 03284 호 

홍신복식 상고 원채령 장건 회사결의 효력 확인 분쟁 사 127에서, 1 심은 

홍신회사의 원문명, 원채령, 장건 등의 주주 자격을 해지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2 심은 1 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주주자격을 해제한 결의 내용은 유효적이라고 하였다. 판사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사는 법률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사건의 

                            
126 동 121 
127  

（2015）周民终字第 03284 号鸿鑫服饰上诉袁彩玲蒋建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案二审民

事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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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자유재량을 할 수 밖에 없다. 판사 마다 

서로 다른 가치의 잣대로 재판 할 수 있으므로 사법재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재판의 불일치는 사법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고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를 크게 손상시킨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판사가 법을 어기거나 심판의 자질이 

부족했기때문이아니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 심 또는 재심에서 1 심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판사가 

자유롭게 재량하는 적극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다 중국 주주제명제도의 설계 

A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 

중국 현행 회사법은 회사 유형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회사법해석(3)>은 주주제명제도를 

유한책임회사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만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주주제명제도는 회사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주주제명제도의 도입은 

회사의 내부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128  일부 학자들은 

주주제명의 발생은 "조합원 제명"과 같은 조합법의 규칙에서 비롯된 

회사법상의 개념이라고 믿고 있으며,이 제도의 목적은 인적성(人合性) 

투자 회사의 내부 모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29 

                            
128 司文洁，论除名权行使与债权人利益的保护，潍坊学院学报，2011（3），56 면 
129 郝雷，公司股东除名制度适用中的法律问题研究，法律适用，2012（8），4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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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제명제도는 유한회사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인적성(人合性）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인적（人合） 겸 자합(资合)회사에 

속한다고 보지만, 인적성(人合性）특징이 더 뚜렷하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인원수가 적고 규모가 작으며 주주는 

주로 친구 및 친척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유한 책임 회사에서는 외부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주주는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서로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익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회사법은 유한회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특정 주주가 악의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주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특정된 경우가 나타나게 될 때 이러한 회사 내부 

모순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주들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적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이 바로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주주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해 엄격한 

출자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출자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따라서 주주가 출자의무를 위반하여 제명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주주 제명제도의 도입 목적은 

인적성(人合性)  회사 내에서 주주 간의 상호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주식회사 중에서 주주의 신분은 대체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주주의 개인적인 특성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출자 의무 이외에 주주는 회사에 대해 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에 주주의 개인 행위나 

주관적 요인의 변화는 더 이상 회사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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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러므로 중국 <회사법 해석(3)> 제 18 조의 주주 제명제도 적용 

범위를 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하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B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의 요건 

 a 주주제명의 행사요건 

주주제명을 행사하기 위한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내부 

구제방식을 모두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실체적 요건과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효과적인 

지배 구조를 실현하고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조절기제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모순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내부조절기제, 이사회의와 주주총회의, 위약책임청구권, 

주주대위소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마지막으로 회사의 해산이 

있다.130  주주 제명은 분쟁을 해결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일반 모순은 해결될 수 있으며, 주주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주주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선다고 가정할 때 주주 제명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주 제명은 회사 내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효과적인 구제조치들을 

다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131  따라서 회사 

내부 갈등을 해결할 때 최대한 주주제명보다 완화된 방식을 채택해야 

                            
130 邓小明，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制度研究二，中国民商法律网 
131 此为德国法通说，参见 RGZ169，334；BGHZ16，322；35，283，OLG Numberg，

BB1970 ， S1371 ； Balz DieBeendigung der Mitgliedschaft in der 

GmbH,S.55;Soufleros,Ausschlie ung und Abfindung eines GmbH Geselischafters,S.40.

转引自杨君仁，有限公司股东退股与除名，神州图书出版有限公司，2000，12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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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러므로 중국에서도 주주 제명을 적용할 때 실제로 다른 

방법들을 모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주주제명의 

행사는 주주의 과실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독일의 학설과 법원 

판결은 모두 주주제명이 처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는 기업 법인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재일 뿐이므로 

과실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132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노령이나 부상과 같은 주주들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실을 요구하지 않다.  주주의 행동 중 

일부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제명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b 주주제명의 사유 

(1)주주제명사유의 판단기준 

주주제명제도를 개선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주주제명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인데 주주제명의 정의는 이해 관계 주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주주제명 

사유를 파악하는 기초다. 필자는 주주 제명 사유 판단 기준은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고 본다. 중대한 사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연로, 경상적인 중병, 정신 이상 등의 원인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정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회사 정관이 주주가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특수한 자격을 기재하였지만, 주주가 더 이상 그 자격을 겸비하지 않을 

                            
132  

此为德国通说，参见杨君仁，有限公司股东退股与除名，神州图书出版有限公司，2000，1

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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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전자에 포함된다. 후자는 주로 주주가 행한 행위가 회사 

전체의 이익과 주주 간의 신뢰 기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주주가 출자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회사의 

생존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 등 경우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법 판례를 

통해 중대한 사유에 속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재무관계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성신 의무 등 의무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 주식 

인수할 때 회사를 속이는 사해행위, 범죄 행위,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회사의 경영을 해치거나 경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33 등이 있다. 중대한 사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는데.이러한 조건은 일종의 인과관계이다. 1) 

원천적으로 객관적으로 특정 주주의 개인적인 요소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데, 주관적인 요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 즉 회사의 교착상태를 야기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요건으로 한다 3) 양자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매우 심각한 정도에 달한다. 만약 사유를 제때에 없앨 수 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엄중한 결과를 피하여 회사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주주제명을 할 수 없다. 회사 및 기타 주주는 당사자가 만회하도록 

독촉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의 

연속성과 결과의 엄중성은 판단할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된다. 

 

                            
133  

【德】托马斯·莱塞尔，吕迪格·法伊尔著，德国资合公司法，高旭军等译，法律出版社 2005

，5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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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제명제도의 입법 모델 선택 

중국 <회사법해석(3)> 제 18 조는 출자의무 불이행(미출자)과 

출자금 전부 유출이라는 두 가지 제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주주 제명 사유와 관련된 다른 어떤 규정도 없어 재판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중국 사법 제도는 대부분 외국 입법례를 참조한 

산물이다. "회사법의 일반성은 그 특수성보다 크다" 134  .따라서 주주 

제명제도도 불가피하게 외국의 입법을 참고해야 한다. 입법 

형식에서,미국유한책임회사법은 제명 사유에 대해 완전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주주 제명 사유를 규정하는 법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 

유한책임회사의 제명 사유는 더욱 광범위한데, 법정과 의사결정이 

결합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 규정 외에 회사가 정관을 

통해 스스로 확정한 제명 사유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주주제명의 법적 근거는 회사의 인적성(人合性) , 

사단성(社团性) 및 회사법 계약 이론이다.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주주에 대해 제명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사법 제도의 자율 원칙에 의해 보장되며 법률은 회사의 사적 

권리를 임의로 박탈해서는 아니된다. 회사 정관은 내부 지배 구조의 

최고 준칙이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어 "회사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정관은 법률 금지조항 및 공공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회사의 업무에 대해 특정 조항을 만들 수 있기에, 당연히 주주제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의 주주제명제도를 

완선화할 때 법적 사유와 의사 결정 사유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법률 명문으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제명 사유를 열거하고 서로 다른 회사의 개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법률에 규정한 제명 사유 외에도 스스로 정관을 통해 

                            
134  刘俊海，论新〈公司法〉的现代化，环球法律评论，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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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명 사유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 스스로 확정한 

제명 사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여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3)법적 사유 

미국의 <통일유한책임회사법>(1996)은 제명 사유를 열거했지만 

여전히 개괄적인 열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 제명 중 '중대한 

사유'는 민법상 '성실 신용'과 같이 포괄적인 조항으로 일종의 행동과 

재판의 원칙적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경우에는 여전히 판사가 

제명제도의 이념과 구체적인 사안을 결부하여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회사법에서 주주 제명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 열거(Enumeration) + 최저성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이라는 전통적인 패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전형적으로 일부 주주제명제도 사안이 열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내 관행의 축적, 이전의 이론 개발 및 

사법 관행 경험을 기반으로 하며 어느 정도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열거방식은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기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며 당사자와 판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일부 

사례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유"를 만족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 특별히 논증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열거한 후에 

최저성 조항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 최저성 조항은 반드시 제명제도의 

기본 이념을 체현해야 한다. 즉, "지분회사의 충성하는 주주는 회사에게 

트러블을 조성하는 주주를 제명함으로써 회사의 존속을 유지하고 

나머지 주주가 기업 경영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5.  

                            
135  Grunewald,Der AusschluB aus Gesellschaft und Verein,S.61.转引自杨君仁著：《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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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이 복잡하고 법률이 모든 상황을 모조리 다룰 수는 없으므로 

최저성 조항의 의의는 적용하는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 

판사에게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 할 수 있는 동시에 

일정한 제한도 부과할 수 있다.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주주제명제도 규제를 통해 전형적인 

주주제명이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요약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주제명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주출자분쟁과 호상 결합된다. 

위 서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는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출자를 빼돌리는 이 두 

경우에 대하여서만 규제하고 있다. 일부 출자를 이행하였거나 일부 

출자만 빼돌린 경우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천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판례 4:136 

사건사실: 2017 년 1 월 5 일 원고 부홍장(付虹彰)과 피고 

유호정(刘浩祯)은 기동현(祁东县)봉예과학기술유한회사(즉 원고 

봉예회사)를 성립하였다.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500 만원이고 

법정대표는 유호정이며 그중에서 원고 부홍장이 인수한 출자액은 

252.5 만원인데 그 비례는 50.5%이다.피고 유호정이 인수한 출자액은 

247.5 만원이고 그 비례는 49.5%이다. 2017 년 2 월 7 일 원고 부홍장은 

피고에게 주권금액 2232142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에 영수증을 

써주었다. 그해 4 월 7 일 원고 부홍장(갑측)과 피고(을측)는 협의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봉예회사를 투자 설립할 데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하였다.그중 쌍방은 회사 정관 중의 인수출자의 내용에 대하여 

                                                                    
限公司股东退股与除名》神州图书出版有限公司 2000 年版，第 124 页。 
136 （2018）湘 04 民终 270 号民事判决书:祁东县锋艺科技有限公司、付某某与刘某

某股东出资纠纷二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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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2017 년 4 월 10 일 전으로 자금을 봉예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017 년 5 월 24 일 피고 유호정은 원고 

부홍장에게 봉예회사의 행정도장과 재무도장을 이전하였다. 그달 26 일, 

봉예회사의 법정대표는 원고 부홍장으로 변경하였다. 법정심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예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315000 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 원고 봉예회사는 피고가 출자액을 충분히 

납부하지않은 문제에 대하여 피고에게 서면문서로 최고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이에 관한 결의를 형성하지 않았다.  

1 심법원은 원고가 피고 유호정의 주식인수자격 및 주주자격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사실상 피고를 회사의 주주에서 제명하고 

주주자격을 상실하게 하려는 청구이다. 현재 사법해석을 통하여 확립한 

주주제명제도는 주주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모든 

출자를 빼돌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원고는 피고의 

부분적인 출자를 인정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주식인수자격과 주주자격을 

해제하려는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심법원은 주주의 

출자란 회사가 설립될 때 또는 자본을 증가할 때 회사의 주주가 법률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인수 협의의 약정대로 회사에 재산을 

교부하거나 기타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주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주주가 약정에 따라 인수한 출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출자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속한다.  

본 사안에서 부홍장과 유호정이 봉예회사를 설립할때 제정한 

<기동현(祁东县)봉예과학기술유한회사정관> 제 6 조에서 약정한바에 

따르면 주주 유호정의 인수출자액은 247.5 만원이고 출자방식은 

화폐인데 주권비율은 49.5%이다. 인수납부 완료기한은 20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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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5 일이다. 유호정의 인수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정황 하에서 

부홍장 및 봉예회사가 피고 유호정의 주식인수 자격과 주주자격을 

해제하려는 요구는 계약과 법률의 근거가 부족하다. 원심법원이 이에 

따라 소송청구를 기각한 것은 합리적이기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중국의 현행 사법 해석에 의해 제공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제명 

사유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특정 주주는 주주 제명을 피하기 위해 자본 

출자금의 일부만을 입금하거나 자본 출자금의 일부만 유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완전 출자 및 부분 자금 유출행위도 제명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출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까지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두어야 한다. 필자는 주주가 

전부 출자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서 지연 출자하거나, 대부분 

출자금을 유출하여 정도가 심각하고 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의 독촉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도 시정하지 않는 

다면, 회사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사법해석에 따르면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독촉을 하여 주주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주제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출자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 둘째,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행해지는 행위는 

회사의 이익과 존속을 엄중하게 해친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일정한 경영관리에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의 남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대표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쳐야 한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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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고 예를 들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범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무단횡령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셋째, 주주들이 회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에 대해 실행한 경제 범죄 행위이다. 형사법에 

의해 조정되는 행동들은 대개 사회를 엄중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회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제적 범죄의 손해대상은 사회 경제적 질서와 

타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행위 또한 주주제명의 사유로 되어야 

한다. 

 

(4)의사결정 사유  

회사법은 제명 사유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고, 게다가 회사 중의 

구체 상황은 복잡하기에, 비록 법률적으로 최저성 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만능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도 어느정도 제한을 

받을 것이다. 주주는 정관에서 처분 사항을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도 제명 사유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의사 결정 사유는 각 회사의 현실 상황에 부합되고 회사법 내용과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중국의 사법실천중에서는 의사 결정 사유가 법원에 

의해 승인된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있다. 

    판례 5:137 

사건사실: 피고 손복권(孙福权)은 원래 원고 상해빌딩회사의 

직원이다. 근무기간 원고 회사의 이사, 부총경리를 담임하였다. 

2002 년 9 월 2 일 원고 회사는 기업체제를 변경하였다. 피고 손복권은 

2002 년 12 월 12 일, 2008 년 10 월 10 일 현금방식으로 26 만원을 

출자하여 원고회사의 주주로 되였다. 원고 회사는 2002 년 12 월 12 일 

피고에게 주권 15.1 만원을 배급하였다. 2016 년 4 월 25 일 원고는 

                            
137 （2017）辽 0402 民初 2414 号民事判决书:孙福权与抚顺商海大厦有限公司与公司有关

的纠纷一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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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노동관계 해제 (종결)증명서를 하달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 

손복권은 회사의 이사, 부총경리를 담임하는 기간에 상해빌라회사에서 

아동복을 경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같은 업무를 

경영하였다. 특히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정황 하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이바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파괴하여 

회사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회사 및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그 직원신분과 주주의 신분을 해제하고 

2016년4월25일 노동계약을 해제하여 그 해제일로부터 피고 손복권은 

더이상 원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상등기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아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2016 년 4 월 

25 일부터 원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판결하기를 청구한다.  

법원은 <회사법해석(3)>제 21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그 주주자격을 확인할 것을 청구할 경우 마땅히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주자격을 상실했다는 

분쟁에서 회사를 원고로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동시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 상해빌딩회사에서 제정한 회사 정관과 

회사경영관리와 연관된 규정은 회사의 정관규정과 주주총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회사내부의 의법자치의 원칙에 부합된다. 피고 

손복권은 회사의 주주 및 경영관리자로서 회사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피고 손복권은 경영관리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규정을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제명은 주주가 회사의 

주주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제명당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주주의 

제명은 주주자격 상실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 실무에서 회사의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가 싸인한 약정에서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행위자의 주주자격을 해제 할 수 있다. 회사의 자아관리 원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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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협의의 약정이 법률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즉 주주의 자유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원고 

회사가 계약위반 주주 즉 피고를 제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2016 년 4 월 25 일부터 피고 손복권이 원고 

무순(抚顺)상해빌딩유한회사 주주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을 판결한다.  

회사의 정관은 주주 제명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회사법의 주주제명제도는 정관이 주주제명에 

대해 규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즉, 법률적으로 

먼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회사 정관 조항은 법적인 

사유의 적용을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정관이 주주 제명에 관한 규정을 하게 허용하는 동시에 정관에 

명시된 사유는 "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는 주주가 본인은 원인으로 하여 

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는 모든 회사가 약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및 

거동이 불편하는 등과 같은 사유를 약정하여 주주가 이러한 사유로 

회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주주는 상속 및 

대리인 위임을 통해 주권을 양도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제명이 유일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는 사전에 정관에 주주 제명 조항을 미리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주주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제명 사유를 의사 결정 사유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주주가 회사가 필요로 하고 정관에 

약정되어 있는 특정 자격을 상실하여 더이상 회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사유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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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도의 절차 

a 제명절차의 일반론 

   회사를 놓고 말할 때 과학적이고 엄격한 주주제명 절차는 

주주제명제도를 해당 주주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주제명제도에 대한 과학적인 설계는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기타 주요 주주가 주주제명제도를 남용하여 다른 주주를 몰아 내고 

회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제명 절차는 주주 

제명제도의 중요한 일환으로써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국 

<회사법해석(3)> 제 18 조의  주주 제명제도에 관한 규정은 너무 

간단하여, 주주 제명제도의 적용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는 주주 제명 분쟁을 해결하고 규범화하는데 불리하다. 주주 제명 

절차는 주주 제명 결의 절차와 주주 제명 소송 절차 등 두 부분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주주 제명 결의 절차는 회사 내에서 결의가 

형성되어 주주 자격을 해지하는 절차이고 주주 제명 소송 절차는 주주 

제명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거치는 절차이다. 독일과 미국은 

주주 제명에 대해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와 법원의 소송 절차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중 독일 연방법원은 주주 자격 

해지는 반드시 법원판결에 근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야만 

중소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8   따라서 회사 내에서 제명 결의가 이뤄진 후에는 법원에 

주주 제명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제명 사유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제명 판결을 내려야만 비로서 주주의 자격을 

                            
138【德】托马斯·莱塞尔，吕迪格·法伊尔著，德国资合公司法，高旭军等译，法律出版社，2

005，52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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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주 제명 결의 절차와 주주 제명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명 사유에 따라 다른 제명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둘 다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중국 주주 

제명 절차의 설계에 대해 필자는 제명 결의 절차가 주요한 지위를 

이루고 제명 절차가 보조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원칙적으로 주주 

제명 절차는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즉, 회사 내에서 통일된 

주주 제명 의사를 형성하고, 독촉 절차가 끝난 후 제명될 주주에게 

보내 제명될 주주가 특정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제기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제명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단, 제명될 주주 이외의 기타 주주가 회사에게 

주주제명을 진행할 것을 청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기타 

주주는 법적 사유나 정관 의사 결정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게 대위 주주 

제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명될 주주는 이의 기간 내에 법원에게 

주주 제명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제명제도의 결의절차 

(1)독촉절차와 이의제기기간 

  주주 제명권의 권리 주체는 유한책임회사이고, 기타 주주는 주주 

제명청구권을 향유한다. 주주 제명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주주 제명은 

유한책임 회사 내부의 중대한 사항에 속하며, 그 행사권리도 역시 

주주총회에 속해야 한다. 필자는 제명 결의의 가동행위에는 중국 

<회사법> 제 40 조 139  의 유한책임회사 주주대회 소집 절차에 관한 

                            
139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40 조: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때에는,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주관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副)대표이사가 주관한다. 부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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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명절차의 가동권은 

유한책임회사 이사회, 감사회 및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에게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주 제명에 

의한 법률의 결과는 비교적 엄중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 제명 결의가 

가동된 후에 제명될 주주에게 통지하고, 제명될 주주에게 일정한 독촉 

기간을 주어야 한다. 회사는 제명될 주주에게 독촉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명될 주주는 독촉 기간에도 회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영향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 <회사법해석(3)> 제 

18 조에서도 "회사가 납부 또는 반환을 재촉하는 경우 적정 기간 내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자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에는 '합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외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해 '합리 

기간'을 한 달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 제명된 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 제명 결의가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제명될 주주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장기간 회사가 불확정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기간의 구체적인 시간은 15 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주관할 한 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회 회의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가 주주회 회의의 소집의 직책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 및 주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 분의 1 이상의 표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스스로 소집 및 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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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의절차 

<회사법해석(3)>은 주주 제명 결의의 작성 방식을 확정하였는데,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주주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원칙적으로는 회사법에 의한 

유한책임사주회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의결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의결권 회피(回避) 문제.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판사가 될 

수 없듯이 회사가 결의하는 과정에서는 주주의 표결권 배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주주는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회의에서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가 주주 제명을 결의할 때 제명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중국 <회사법해석(3)>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명된 주주가 대주주이고 회사의 지분의  2 분의 

1 을 넘는 의결권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영원히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위약주주의 주주 자격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명사항에서 제명된 주주의 의결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절대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대주주에게 주주 제명 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주주 제명 절차도 소액 주주들을 

처벌하는 도구일 뿐 의미가 없다. 의결권 회피 제도란 주주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문제 사이에 이해 관계가 상충 될 경우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결의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140  실제로 주주제명 결의의 통과는 일반적으로 제명된 주주의 

의지를 위반하는 것인데 주주제명제도의 입법 설계는  해당 주주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자격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특징이 있다. 

                            
140【德】托马斯·莱塞尔，吕迪格·法伊尔著，德国资合公司法，高旭军等译，法律出版社，2

005，5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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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주주의 의결권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결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명된 주주가 다른 주주가 제명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제명 결의를 통과 할 때 당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주주제명제도중의 

표결권의 회피 문제의 중요성은 중국의 사법실천 중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판례 6:141 

사건사실: 피고 복택회사(福泽公司)는 2001 년 6 월 7 일에 

성립되었고 최초의 등록자본금은 50 만 위안이었다. 2006 년 2 월에 

피고 복택회사는 증자절차를 통하여 자본금을 550 만 위안으로 

증가시켰으며,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昌鑫电缆厂)이 상술 

증가자본을 약정납입하였다. 2006 년 3 월 7 일 피고 복택회사는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으로부터 550 만 위안의 출자금을 납부를 받았다. 

2011 년 3 월, 피고 복택회사는 다시 증자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500 만 

위안을 증가시켰다. 그러다가 2006 년 3 월 10 일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은 피고 기업 계좌로부터 5,499,900 위안을 외부 

김기경제발전유한회사로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김기경제발전유한회사와 

어떠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관계도 맺지 않았다. 원고는 상기 증자를 

인수하고 2011 년 3 월 24 일에 피고 복택회사가 중국 공상은행 

주식회사 상해시 서도지점에 개설한 임시예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증자 후 각 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은 소외인인 나행방 4.09%, 

소외인인 조채아 0.455%, 제 3 자인 창신 케이블 공장 50%, 원고는 

45.455%으로 되었다. 원고는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에게 자본 

                            
141 （2018）沪 0120 民初 3147 号民事判决书:黄晓添与上海福泽工业自动化设备有限公司

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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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요청하도록 반복적으로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제 3 자는 시종 

납부하지 않았다. 2017 년 10 월 28 일, 피고는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에게 2017 년 11 월 27 일 이전에 자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수단으로 해결 할 

것을 통지하였다. 요구한 기간이 만기된 후 제 3 자는 여전히 자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8일, 피고는 전체 주주들에게 2017년 

12 월 17 일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회사의 전체 주주가 

회의에 참가하여, 회의에서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의 주주 자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주 나행방, 조채아 및 원고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주주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은 반대표를 던졌다.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이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복택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복택회사는 원고가 진술한 사실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고 원고의 

청구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제 3 자인 창신케이블공장은 2006 년 

3 월 10 일 550 만 위안의 출자를 유출한 사실을 승인하면서, 원, 

피고인과 협의하여 자신에게 일정한 기한을 주면 제 3 자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 심 법원은 주주는 회사 정관에 기재된 약정납입 출자금을 

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주주는 출자금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제 3 자인 창신케이블공장은 2006 년 3 월 7 일에 

출자의무를 완수한 뒤 2006 년 3 월 10 일에 이 출자금을 빼돌렸다. 

피고는 여러 차례 제 3 자에게 출자를 보충납부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합리적인 기한도 정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은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복택회사는 

이를 감안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2017 년 12 월 17 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의 주주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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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제 3 자 창신케이블공장은 주주총회 결의 시 

반대를 하였으나 <회사법(3)>제 18 조에 의하면 주주가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전면이행하지 않거나 출자금을 유출할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의 권리를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 창신 케이블 공장은 피고 복택회사 지분의 50 %를 

보유하고 있기에, 주주총회가 의결권의 2/3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주주제명 결의를 할 때 제명대상인 주주가 의결권을 조작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이미 제 3 인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알렸고, 제 3 인의 법정 대표자도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였으므로 제명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본 사안의 주주총회에서 제 3 인자인 

창신케이블공장의 의결권은 응당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본 사안의 제명 결정은 제 3 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100% 

동의로 통과되었기에 피고 복택회사의 2017 년 12 월 17 일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주주제명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의결권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제명 결의의 의결 메커니즘이다.주주 제명 의결 메커니즘은 

두 가지 방면을 내포한다. 하나는 어떤 의결 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의결 비율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의결 

방식에 대하여 국외에서는 주로 인원수다수결과 자본다수결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미국과 독일은 모두 주주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학계에는 주주 다수결, 자본 다수결, 주주 다수결과 자본 

다수결이 결합된 방식 등이 있다. 자본의 다수결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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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일정한 인적성(人合性)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자본성 회사이며, 중국회사법은 원래 유한회사 주주총회의 

표결에 대해 자본 다수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42회사의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회사 정관을 개정하여 등록자본을 

증감 또는 축소하는 데 관한 결의 및 회사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등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143 법률에 

인원수다수결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본다수결을 

채택해야 한다. 144  따라서 주주 제명 결의는 자본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회사법의 기본 규정에 적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주 제명은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익 주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 다수결과 자본 다수결을 결합해 의결권주주 

인원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2/3 이상의 주주의 출자 

비율이 의결권 주주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45  

인원수다수결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학자들은 주주 제명은 

유한책임회사의 인적성(人合性) 요소로 주주의 출자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146  자본다수결을 채택하면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아 회사가 

결의로 제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명 결의는 

주주다수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사법 실무에서는 대부분 자본다수결의 방식을 채택하여 

주주제명결의를 하지만 그 비율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법원은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 하지 않거나 자본금 전부를 유출한 경우 

                            
142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42 조:주주회 회의는 주주가 출자 비례에 근거하여 

표결권을 행사한다. 단,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는 제외한다. 
14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43 조:주주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법의 규정 

외에 회사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 

주주회 회의가 회사 정관의 개정, 수권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결의, 및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의 변경의 결의를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3 분의 2 이상의 

표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144 郝磊，公司股东除名制度适用中的法律问题研究，法律适用，2012（8），41 면 
145 朱培安，张玲玲，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权制度研究，北京教育学院学报，2010（5） 
146 凤建军，公司股东的除名与失权——从概念到失权，法律科学，2013（2），16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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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리적인 기한을 주어 납입독촉한 후에도 주주는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미출자 주주를 제외한 1/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를 

얻은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8) 

환 02 민종 1436 호 민사재판인 자오즈창(赵志强)과 우호(芜湖) 

장항춘(張恒春)제약유한회사의 결의안 효력을 확인하는 사례 147 에서, 

《우호장항춘제약유한회사정관》 제 36 조, 제 37 조, 제 39 조에 따르면 

주주는 자신의 출자 비율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1 주 1 의결권의  

방식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 결의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하면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정관에는 주주 제명 사항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나 주주 제명은 

주주 변경 및 회사 정관 개정에 관계됨으로 회사 및 그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제명결의는 특별결의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호장항춘제약유한회사가 2017 년 7 월 17 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가 100%의결권 중, 자오즈창의 주주 자격 

해지에 동의하는 의결권은 91%로 2/3 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이렇듯 사법 기준의 불일치 재판 결과의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제명제도에서의 의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학계의 관점은 각기 다르지만 기존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중국 학자들은 '주주 다수결' 원칙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148  필자는 

                            
147 （2018）皖 02 民终 1436 号民事判决书：赵志强、芜湖张恒春药业有限公司公司决议效

力确认纠纷二审民事判决书 
148 参考刘炳荣，论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吴德成，有限责任公司股东的除名；杨文涛，股

东除名制度研究；齐爽，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权制度研究；张保亮，有限责任公司股东除

名权法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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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 찬성한다. 중국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직권 행사에 

있어 자본다수결 원칙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주주의 

신분자격과 관계가 있을 경우 주주다수결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주식을 대외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주주 제명 

역시 주주의 신분 자격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주 다수결을 채택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또한 의결 비율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과반수를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149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서는 주주제명의 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4 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만장일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의 “주주 

결의 + 법원 판결 ”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것은 많이 

어려움으로 이 모델에 따라 다수결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중국 학자들은 의결권의 비율에 대해서도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 다수결, 즉, 1/2 이상의 주주의 

의결권으로 결의안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0  유덕학(刘德学)은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쉽게 남용되기 때문에 제명될 주주를 제외한 

주주총회 의결권 비율의 3/4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151   중국 

회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제 43 조 152  및 제 103 

조153에는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므로 

                            
149 冯佰权，构建我国股东除名制度的几点思考，市场周刊，2012（9） 
150  

奚晓明，最高人民法院关于公司法解释（三）清算纪要理解与适用，人民法院出版社 2011

，267 면 
151刘德学，股东除名权法律问题研究——以大陆法系国家的公司法为基础，中国政法大学 2

008 年博士学位论文，133 면 
152 동 104 
15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103 조 :주주는 주주대회에 참석하고 개최되는 각 

주주는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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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명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의결권 있는 주주의 과반수를 넘으면 된다. 그러나 주주제명은 회사와 

주주 간의 이해 상충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해결법이기 때문에 제명된 

주주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주제명은 중대한 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특별다수결을 거쳐야 한다. 즉, 주주 제명 결의는 주주 

투표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소송절자 

  주주가 제명된 후에는 결의안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 절차가 있어야 하며, 제명된 주주에게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법적 수단인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이의 기간이 설정되고 

제명된 주주들에게 이의권이 주어진다. 이의 기간이 만료되고 제명된 

주주가 주주제명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 제명 결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제명된 주주는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의 

기간 중에 제명된 주주가 주주 제명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주주는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주주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심사 범위는 

주로 주주 제명 사유의 합법성과 주주 제명 결의 절차의 합법성을 

포함한다. 또한, 회사가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주 제명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주주 제명 결의가 내려지기 전에 통지 및 독촉 의무를 

                                                                    
없습니다. 

주주대회의 결의안은 회의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 수정, 등록 자본의 증감, 회사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에 

대한 결의안은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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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아 주주가 제명 결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불법적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권 투표 절차가 불법인 

경우에는 제명된 주주는 주주 제명 결의가 내려진 후에 법원에게 주주 

제명 결의에 대한 철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 제명 결의 철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심사 범위는 주주 제명 결의를 하는 절차가 

합법적인가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소송 제기 

기한에 대해 반드시 결의가 내려지고 송달된 후의 60 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4 주주 제명 결의가 효력이 발생된 후 제명 주주의 

주식 환매금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회사가 주식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채권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 외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주주 제명 제도로 인해 회사 감자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줄 수 있으며 제척기간으로는 1 

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154  孙建军，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制度研究，硕士论文 2017，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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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사채권자와의 관계 

제 1 절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 

회사의 경영 존속기간에 만약 회사가 만기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고, 회사주주가 정관에 의해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하게 납부하지 않았을 시,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舊<회사법>제 13 조 제 2 항 155 에 근거하면, 

채권자는 당연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납입금액에 한하여 출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新<회사법>에 의해 확정된 약정납입자본제의 전제 하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은 채권자가 약정한 출자기한이 만기 

전인 주주에게 출자금 실제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법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해여 해당 주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6 년 12 월에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4)>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2005 년 회사법 

제정 전후에도 일정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주주 출자 책임의 

가속 만기 문제'로 정의하였다. 새로운 회사법이 확정한 

약정납입자본제의 큰 환경에서 주주출자 의무는 장기 불확정 상태에 

처해 있다. 만약 회사가 만기가 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155  중국 <회사법해석(3)>제 13 조 제 2 항 : 회사의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주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변제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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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만하다.  중국 내 학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가 3학설  

A 긍정설  

 긍정설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비록 정관이 법에 따라 주주에게 기한 

이익을 많이 부여했지만 회사가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주는 자신이 향유하는 기한 이익을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채권자는 <회사법 해석(3)> 제 13 조156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주주에게 보충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긍정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주로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외부의 제 3 자는 회사 내부 약속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주주의 출자 

의무는 <회사법>에 규정된 법정의무이고 정관은 회사의 내부 

자치문서로써 그 중 약정한 출자기간은 법정의무를 세분화할 뿐 

법정의무라는 강행규정에 대항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정관에서 

주주의 출자기한에 대해 너무 길게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주주와 

회사 간의 출자 문제에 대한 우대적 안배일 뿐 채권자가 주주에게 

이렇게 우대한다고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외부의 제 3 자는 

주주출자기한 약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2) 주주의 출자 책임의 가속 

만기를 긍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권자에 대한 구제 

비용이 적고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아주 뚜렷한 장점이 있다. 중국 

현행 <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한 이익을 누리는 주주의 출자는 

회사가 파산해야 비로소 가속 만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필자는 아래 문장에서 구체적인 서술을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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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주주들이 자본의 가속 만기의 필수 불충분 조건이다. 만약 주주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의 적용요건을 파산에 한정시키면 회사가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동안에 대외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 파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채권자, 주주, 회사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로 볼 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주주의 출자책임 가속 만기를 통해 

회사의 대외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의 책임에 대하여 거의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파산 신청으로 

인해 회사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주 출자 책임의 가속 만기는 

그와 다르게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이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3) 자본담보책임론. 

약정납입제 하에서는 법률이 주주의 실제 출자에 대해 요구하지 않지만, 

주주가 약정납입하는 출자액은 주주가 출자를 약정납입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면, 주주는 반드시 그가 약정한 범위 

안에서 회사의 만기 채무에 대해 대신 상환해야 한다. 이로써 채권자의 

권익에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 형성될 수 있다. 4) 약속무효설. 만약 

주주가 출자 이행 기간이 매우 긴 계약을 약정함으로써 주주의 

출자의무가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에 

해당 주주가 악의적으로 약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계약을 

부정해야 한다. 계약법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의 존속 기간에  상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계약 기한은 최장으로 20 년이다. 

이에 대해 유추해석의 방법을 응용하여 20 년을 법률상 계약에 대한 

최장 허용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쌍방이 이행기한이 20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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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B 부정설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회사법>이 개정된 후 약정납입자본제 하에서 회사의 등록자본이 

법정으로부터 약정으로 바뀐 것은자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등록자본을 회사 채권자의 재산보증으로 간주하였던 인식이 흔들리게 

하였고 자본관념 또한 자본신용으로부터 자산신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 채권자의 출자에 대한 청구가 정관에 의해 약정된 출자기한에 

부합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하며, 비로서 청구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 만약 회사 정관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약정한 출자기한에 

부합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요구는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회사 정관에서 약속한 주주출자 기한이 만기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회사법해석(3)>제 13 조 157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보충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는 주로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법률 

명문 규정의 근거가 없다. 중국의 현행 법률의 명문 규정으로부터 볼 

때, 약정납입자본제도 하에서의 주주 출자 기한의 가속 만기는  회사 

파산에 한정되어 있고, 이 외에는 법률이 명문으로 명시한 주주 출자 

기한의 가속 만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만기가 되기전  

출자금의 '가속 만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158   2) 법률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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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회사법해석(3)> 제 13 조 159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채권자에게 보충배상책임을 지는 전제조건 중 하나는 

주주가 자신이 납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데 주주의 약정납입 출자금에 대한 약속은 그가 

출자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된다. 주주의 출자 기한이 

만기되지 않으면 주주는 약정납입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법률이 규정한 적용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주는 전술한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당연히 주주에게 보충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게 된다. 3) 채권자는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비록 채권은 일종의 상대적인 권리이지만,  공시를 거친 후에는 

일정하게 타인에 대한 효력을 갖게 된다. 채권자는 매우 편리한 경로를 

통해 주주 출자기한의 만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출자기한이 

만기가 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계속 거래를 진행한다면 

채권자를 포함한 제 3 자는 회사 정관이 정한 주주가 누리는 기한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4) 현행법상의 기타 구제 경로. 첫째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회사와 

주주사이의출자 기한약속이 채권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과도하게 긴 출자기한에 대한 약정은 

악의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민법원에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미출자 만기주주가 기존에 했던 약속대로 보충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로는 회사 법인격부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회사의 인격을 이용해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가 성의가 없고, 단지 

회사의 인격과 유한책임을 이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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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회사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이 져야 할 리스크를 

회사채권자에게 전가하였다면 리스크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회사법 인격 부인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회사의 채무상환 책임을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지도록 하게 하고회사 주주의 약정납입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목적을 교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장 제 

3 절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C 절충설 

 절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회사법 

해석(3)>제 13 조160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한이 만기가 되지 

않은 주주에게 보충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경영곤란설 및 체권자구분설이 있는데. 

경영곤란설은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출자 기한이 만기 가 되지 않은 

주주에게 보충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생산경영활동이 경영곤란에 빠져 대외적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나두면 파산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주주에게 

미납입 출자금 범위 내에서 출자의무를 앞당겨 이행하고 

보충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해산 , 파산하거나 주주출자 기한 만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채권자구분설은 회사 채권자를 비자발(非自愿)과 자발（自愿） 

두 가지로 구분한다. 비자발적 채권자란 당해 채권자와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기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회사상품으로 하여 자신의 

권익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같은 경우이다. 비자발 채권자는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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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예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는 

사전에 회사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없거니와 그럴 

필요성도 없으므로 법에 의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비자발적 

채권자에게 회사의 신용정보를 이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채권자더러 정보를 알게 된 후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 따라서 비자발채권자는 출자기한 이 만기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앞당겨 이행하고 보충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발적 채권자는 이와 반대된다. 예컨대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의 채권자가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자발적 채권자는 회사와 

채권채무관계를 맺을 때 회사의 신용상태와 부채상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주결정권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자가 판단과 자주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기에 그 

결정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D 중국 사법실무 중 3 가지 학설에 대한 사고 

 사법실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앞당겨 

이행하게 할 권리가 없는데 정관이 이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회사가 

법인격을 갖게 되면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향유하는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주와 회사는 법률적으로는 서로 독립되는 민사 주체이며,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와 의사표시는 모두 완전히 독립된 것이다. 

회사를 유한책임으로 설립하는 의의가 바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주가 

회사의 행위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회사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주주에게 직접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법률적으로 볼 때 채권자가 주주에게 직접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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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회사제도가 제정한 최초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러나 중국의 현 

단계 사법실무에서의 주심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판시할 때 주주의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문제에 대해 불일치한 입장을 취한다. 법을 

적용하고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판사마다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중국 사법실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1) 첫 번째 사례로는 상하이시 푸투오구 인민법원이 주주 

출자 책임의 만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161 2013 년 

11 월 1 일 피고인은 등록약정납입자본 2000 만 위안, 실제납입자본 4 

00 만으로 등록등기를 하여 설립되었다. 2014 년 4 월 6 일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자본금을 10 억 위안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납입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고 증가된 자본금은 2024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 지불 완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계약이행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만기채무 7960 만 위안을 배상할 능력이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주주에게 채무 상환을 위해 앞당겨 출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은 채권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바꾸기에는 

충분하고 영활성이 없이 출자기한을 견지하면 약정납입제도가 개별 

주주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제도 개혁 후 새 <회사법>은 출자기한에 대한 주주의 자주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가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 년 개정<회사법>제 3 조에 의하면 

회사의 전부 자산에 대한 이해는 회사의 현재 보유 자산을 포함할 뿐만 

                            
161

上海香通国际贸易有限公司诉上海昊跃投资管理有限公司等股权转让纠纷案，上海市普陀

区人民法院，(2014)普民二(商)初字第 5182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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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주가 약정납입였으나 아직 실제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 2）두 번째 사례는 강소성 장가항시 인민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 전 사례와 반대로 주주의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를 

부정하였다.162 2015 년 피고는 자본금 1000 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으로 

설립되었고, 출자기한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0 년 이내로 약정하였며, 

2015 년 6 월 23 일까지 피고의 주주는 실제로 121,900 위안을 

납부하였다. 2016 년 2 월 1 일 원, 피고는 '구매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定金）을 두 배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주주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주 출자책임을 가속 만기시키는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당 법원은 법률적으로 근거로 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주주 출자 책임의 가속 만기는 주주 책임을 가중시키며 

회사 정관은 일종의 공시문서로 주주의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채권자는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한다면서 개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주주에게 직접 상환 

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할 수 없어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의견 차이의 존재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관련 사법 해석을 하루 

빨리 내놓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의 정장인 양임평(杨临萍)은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가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동시에 

주주의 미납입 출자금이 아직 만기가 되니 않았다면 출자의무의 가속 

만기 방식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금조달 혹은 주주가 자발적으로 출자를 한 것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162 

参见江苏博恩大宗商品交易有限公司与张家港保税区熙泰进出口有限公司、陈仪等买卖合

同纠纷案， 江苏省张家港市人民法院，(2016)苏 0582 民初 3630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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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경우,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163  이 관점은 어느 정도에서는 부정설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의 현재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출자기한 가속 

만기가 회사 파산 절차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채권자는 출자기한에 

대한 주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 

 

나 현재 중국의 주주출자 가속 만기—파산절차  

출자 가속 만기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리한 법적 

경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제 35 조164 와 <파산법사법해석>제 20 조165는 

파산 상태에서의 주주출자가속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 것은 단체 채무 상환에 의탁하여 채무 상환을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회사의 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존의 회사와 단일채권자 간의 채무갈등을 회사와 여러 채권자 간의 

채무갈등으로 전환한 후, 재산청산과 채무변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어떻게 파산 청산 절차에서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를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파산보호절차를 잘 사용하여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익도 보호하여 이익 공존의 효과를 

                            
163 杨临萍，当前商事审判工作中的若干具体问题，人民司法(应用)，2016（4）26 면 
164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제 35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출자인이 아직 완전히 출 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는 마땅히 당해 

출자인이 납입 하여야 하는 출자를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65  <파산법사법해석(2)>제 20 조 :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출자인으로 하여금 미이행의 출자를 법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빼돌린 출자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출자인이 출자납입이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한에 

미달하였거나 출자반환의 청구가 소송시효를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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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예컨대 만약 한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파산 신청 요건에 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파산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때 기업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주주가 약정납입하였지만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은 출자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것과 동시에 기업의 주주들을 독촉하여 전체 만기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도록 하여 회사의 

파산을 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파산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피해야 할 것이다.  166 

 

다 주주 출자 책임 가속 만기 적용에 대한 구상 

우선, 중국 <회사법>은 주주의 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정납입제 개혁은 주주가 자유적으로 

용이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창업 문턱을 낮추기는 하였으나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관한 법률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채권자의 이익 보호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법>은 회사가 만기 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며, 

파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자기한이 만기되지 않은 주주는 반드시 

미출자 범위내에서 배상보충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하여야 한다. 만기되지 않은 출자책임에 대해 가속 

만기시키는 문제는 중국 약정납입제 개혁 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회사법>제 3 조 제 2 항167에 대해 해석적용을 할 수 

                            
166  陈克，弱化抑或调整——论<公司法>修订后的涉出资责任诸问题，财经法学，2015（5） 
167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3조 : 회사는 기업법인이며, 독립적인 법인재산을 가지고, 

법인재산권을 향유한다. 회사는 전부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가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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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 대만지역에서는 “주식인수인은 자신이 작성한 

주식인수서에 따라 주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제 139 조 168 를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주주 출자책임이 아직 만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기한을 가속 만기시켜 보충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대만의 학자들은 대륙 지역의 법원은 <회사법>제 3 조169 

제 2항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항중의 "주주는 

자신이 약정납입한 출자액범위에 한해", "주주는 자신이 인수하기로한 

주식에 한해"등 서술에 대해서는 문장의미 그대로 해석하여 

만기여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주가 일률적으로 이에 한해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긍정설의 

일부 관점에 동의하며, <회사법>제 13 조170제 2 항 규정에 대해 확장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조항중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출자 기한이 아직 만기되지 않고 약정납입한 출자에 대해 

아직 납부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주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법인격부인제도 

현대 회사 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는 주주에 

상대하여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인격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다. 그러나 독립인격과 

                            
168 <회사법>제 139 조 
169 동 179 
170 동 69 



 111 

유한책임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주주, 특히 지배주주들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만약 남용하게 되면 회사 채권자 및 기타 

제 3 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나아가서는 회사 제도 전체를 

해칠 수 있다. 회사법 이론은 주주가 회사 독립인격과 주주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와 회사제도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회사법인 인격부인제도를 창설하고 발전시켰다. 회사의 법인격 

부인이란 회사가 주주(사원)로 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할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 3 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회사와 주주(사원)를 동일사하여 화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는 법리를 말한다. 171  중국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회사법> 제 20 조172에 이 제도를 규정하였다. 법인격부인제도는 회사의 

독립된 인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관계의 

특정 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인격과 주주의 유한 책임을 

부인하여 회사주주로 하여금 회사 채권자나 공공이익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173  회사 법인격부인제도는 회사법인 

인격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구체적인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만 주주의 유한 책임을 부인하고, 그 효력은 

회사의 다른 법률관계와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밖에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효력은 회사법인의 인격을 남용한 주주 개인에게 

                            
171 김건식,중국회사법,2018,22 면  
172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0 조:  회사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그 밖의 주주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에서 도피하고,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하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73 赵旭东主编，新<公司法>制度设计，法律出版社，2006，13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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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뿐,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은 기타 주주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이에 따라 법인격 부인 제도는 주주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독립적인 인격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유한책임 

변형에 의 틀어진 법적 관계를 바로잡아 법인제도의 선순환을 

보장하였다. 회사법인격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4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자본이 현저히 부족; 인격 혼동; 과도한 통제;  회사법인의 

형해화(形骸化). 본문 주제를 감안하여 필자는 주주의 출자 의무와 

관련된 첫 번째 상황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가 “자본의 현저한 부족”의 인정 

 중국 자본제도 개혁 전, 자본금실제납부제도 하에서 회사가 '자이본 

현저히 부족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주의 실제 출자액이 회사법이 

규정한 최소 등록자본금액보다 낮으면, 당 회사가 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았었다. 자본금 약정납입제 하에서는, 최저 

등록자본금 금액이라는 규정이 없어 법인격부인제도에서의 자본의 

현저한 부족에 대한 인정이 더 어려워졌다. 새로운 자본제도 하에서는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인격 부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존 

상황이 더 이상 합리하지 않게 된것이다. 때문에 자본의 현저한 부족을 

판단하는 잣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미국·일본 등의 회사 자본 

제도는 법인격 부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성숙한 체제를 자랑한다.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실제 존재 

자본이 얼마인가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의 현실소유자본이 그 회사의 

업무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회사는 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이러한 업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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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은 주로 경제적인 판단이지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174 

만약 회사 자본과 그가 종사하는 회사 업무의 성격과 위험 및 규모에 

상응한 것이라면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 현저한 부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175   법인격 부인 제도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유한책임 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회사 

자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오랜 기간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176  

법인격 부인 제도는 형평규칙으로서 실무중의 사례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최고법원은 사법해석이나 지도판례 등을 통해 '자본이 현저한 

부족'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나  회사 법인격부인제도의 주관적 요건의 확대 적용 

  

중국의 법인격 부인 제도는 주관적 남용설에 속한다. 즉 주주가 

주관상 고의가 존재하고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법인격 부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 요건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가 있다. 첫쩨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구체적인 법률 

관계중의 주체이어야 한다. 즉 회사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 유한 책임을  

남용하는 주주와 남용행위로 심각한 이익손실을 입은 회사 채권자이다. 

책임을 지는 자는 특정 남용행위을 행사한 주주이며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 둘째 남용 행위가 있다. 이는 

                            
174 朱慈蕴著，全球化与本±化互动中的公司制度演进 ， 法律出版社，2015， 228 면 
175 陈声桂，新公司资本制度中“人格否认规则”的适用，行政与法，2016（1） 
176 胡改蓉，资本显著不足情形下公司法人格否认制度的适用，法学评论，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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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을 위한 행동요건으로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사실과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회사 법인격의 남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회사법 체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영미국가의회사법에서는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조건을 규정하였는데  

주주의 행위가 사해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기의 함의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주로 채무이행에 대한 거짓 약속,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주주의 허위진술, 거래중 거래상대인에 대한 오도등이 

있는데, 주주가 채무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외국의 

법인격부인제도는 주관적 요건의 범위가 넓은데 이것은 채권자의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에서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열거와 개괄의 방식을 모두 취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심각한 실제 손해 결과를 초래한다. 법인격부인은 주주의 남용 행위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적용된다. 또 

이 같은 남용은 채권자의 이익을 손해한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남용 행위만 있고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법인격 부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다 법인격부인제도에서 증명 책임의 분배 

  

중국<회사법> 제 20 조177제 3 항은 회사 법인격 부인의 조건만을 

규정했을 뿐 그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이 법인격부인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64 조 178 에 

                            
177 동 184 
178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 64 조: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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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즉 

실무에서는 1 인유한회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가 법인격부인소송을 할 

때 일률적으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정보수집에 있어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쉽게 채무를 회피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대부분 피고가 회사 내부 정보를 더 

많이 장악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원고 이런 열세 지위에 있으므로 증명책임분배를 어떻게 하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필자는 기소한 채권자가 초보적인 증거 

제시 책임만 질것을 건의한다. 즉 채권자는 주주가 권리를 남용하여 

자신의 채권이 훼손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진일보의 증명 책임은 

회사 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채권자가 자신의 증명책임을 

이행한 후, 회사 및 주주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여 제 20 조 179 

제 3 항의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 

 

제 3 절 신용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공상 부문의 감독 

가 신용 평가 시스템의 구축 

약정납입제도 하에서 주주가 자발적으로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회사의 자본 충실을 보장하게 하는 것은 주주 자신의 상업적 

                                                                    
증거를 제공 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 할 수 없다는 증거 또는 인민 

법원이 소송을 청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인민 법원에 의해 조사되고 

수집된다 

인민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179 동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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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덕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완전한 신용 평가 시스템에 

의한 감독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신용제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나는 회사기업의 신용문제이다. 독립적인 제 3 자인 

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여 회사의 신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 

이로써 회사주주 출자에 대한 외부의 감독을 실현할 수 있다. 해당 

신용평가기관은 회사의 신용을 평가할 때 주주의 출자이행 상황을 

평가항목중의 한 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신용평가기관은 이 신용 등급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채권자 및 사회 대중들이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주주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투자자에게 

있어, 그의 투자 신용은 그가 경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다. 

따라서 투자 신용도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개인 신용평가는 각 분야 혹은 일부 분야 내에만 존재할 뿐, 그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래야 만이 

신용평가가 그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서의 투자자의 투자 신용은 그가 투자한 회사에서의 출자 의무 

이행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출자의무를 이미 실제적으로 

모두 이행하였다면 그의 투자 신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될 것이고 

반대로 출자의무를 적게 이행하였을 수록 평가가 더 낮게 된다. 주주 

개인 신용평가도 기업신용평가와 마찬가지로 공시되어 투자자의 투자 

자각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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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상 부문의 감독 

중국은 정보 공시 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회사의 자본제도를 개혁한 후 <등록자본등록제도개혁방안> 및 

<기업정보공시잠점조례> 등 부수적인 법규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신용정보 공시제도는 뒤늦게 시작됐고 새롭게 구축한 정보공시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에서 

기업은 기업의 자산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산총액, 

영업수입, 대차대조표 등의 정보를 자주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운영과정에 발생한 불법 경영, 정부기관에서 

회사를 처벌한 기록, 표본검사 등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기업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조회하기란 쉽지 않아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필자는 회사의 

약정납입자본, 실제납부자본, 자산 변동정보, 회사의 계약위반상황, 

규칙을 어긴 정황 등의 정보를 회사가 공시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채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충분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산총액 및 대차대조표와 같은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기업 상업비밀정보의 보호와 정보공게에 필요한 

성본의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 공상 부문의 동태적 

관리감독을 중시해야 한다. 회사의 자본제도 개혁 이후 중국 

<회사법>의 회사관리이념도 기존의 감독방식에서 상응하게 "사중, 

사후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공상 부문의 감독 

관리도 일정한 조정과 변혁이 필요하다. 회사가 설립 시 약정납입 

등록만 하는 것은 힘이 부족하다. 자본약정납입제 하에서 회사의 실제 

운영자본과 납입자본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보다 잘 감독하고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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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국 공상 부문은 회사가 성립된 후의 동태에 대한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즉 회사 설립 후 회사의 실제 자본상황과 주주의 

출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불시적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9 

제 5 장 결론  

첫 부의 회사법의 탄생으로부터 2013 년 <회사법>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 입법은 20 년의 발전과 변화를 경과하였고 

중국의 등록자본제도의 이론에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기존의 

전액실제납입제로부터 점차 현재의 완전약정납입제로 변경되었다. 중국 

회사자본제도 개혁의 전체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회사법>의 입법과 

수정은 시종 회사자본제도를 중요한 조정내용으로 하였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엄격한 정부의 통제로부터 회사자치를 

존중하는 느슨한 제도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등록자본금 약정납입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최저 등록자본 한도액의 취소. 둘째, 등록자본 분할납입.셋째, 

화폐재산의 출자비례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소.넷째, 자본 검사 절차의 

취소. 그러나 약정납입제 개혁의 가장 큰 우려로 일부 사람들은 사전 

구속기제의 결핍으로 인해 회사의 거래상대방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회사법체계 상 

주주출자책임제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주주출자 위약책임제도와 

주주자본충실책임제도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출자의무를 위반한 

주주가 회사 또는 기타 출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위반책임이고 

후자는 발기인이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서로간에 부담하는 

연대보증책임이다. 그러나 중국 현행 법 상 회사가 독촉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률적 책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가 해당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주가 출자의무 범위와 이행기간을 스스로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탄력의 주도권을 회사가 아닌 주주가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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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회사 설립 후 자금수요가 있을 때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제가 결실되었다. 180 그러므로 

효과적인 독촉납입제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또한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게 이익 손해를 초래할 경우 

주주는 주주제명을 당할 수 있다.  

주주의 하자출자 행위나 미출자 행위로 인해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의 이익 보호문제는 

회사법 상의 매우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중국 

약정납입제도 하에서의 주주출자책임의 가속 만기제도의 합리성도 

컴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부인제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등록자본제도의 개혁은 

중국 회사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는데 이에 맞춰 중국은 

일련의 감독기제를 마련하여 약정납입제도하에서의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0 王文宇，简政繁权——评注册资本认缴制，财经法学，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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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公司（以下简称普惠公司）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案二审民事判决书 

17．（2018）京 01民终 3044号：邹谋炎等与吴崇宁股东资格确认纠纷二审民事

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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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8）皖 11民终 1427号: 凤阳县丁氏矿业有限公司、盛吉辉公司决议效

力确认纠纷二审民事判决书 

19. （2018）苏 0404民初 515 号: 刘美芳与常州凯瑞化学科技有限公司公司决

议效力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20.（2018）辽 1381民初 409 号 : 原告北票宾城乐道校车服务有限公司、李慧

敏与被告沈阳宾城汽车旅游有限公司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案民事判决书 

21. （2018）云 0111民初 496 号: 云南弘禄瑞房地产开发有限公司与钟兴股东

资格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22. （2018）津 0114民初 3558 号:张国明与天津金锣投资有限公司公司决议撤

销纠纷一审民事判决书 

23.（2018）川 1822民初 420号: 严达寿与荥经县亿豪砂器博览苑有限公司公司

决议效力确认纠纷一审民事裁定书 

24. （2018）沪 0120民初 3147号: 黄晓添与上海福泽工业自动化设备有限公司

公司决议效力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25. （2018）鲁 0829民初 610号:嘉祥凤凰城置业有限公司（原嘉祥凤凰城有限

公司）与山东天下吉祥华铁旅游文化有限公司请求变更公司登记纠纷一审民事判

决书 

26. （2018）京 0115民初 2946号: 杨青与中建众懋建设有限公司公司决议效力

确认纠纷一审民事判决书 

27. （2018）浙 0205民初 3707 号:宁波谦源投资管理有限公司与宁波涌源保洁

有限公司公司决议纠纷一审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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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March 1, 2014, the latest round of amendments to the China 

Company Law was officially implemented. The registered capital system 

of the Company Law has been completely transitioned from the previous 

contributed system to the subscription system. Allowing the investor 

to agree on the amount of capital contribution, the time limit for 

investment, and the method of capital contribution in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will bring great convenience to investors in 

setting up the company. This fully reflect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autonomy and maximizes the freedom of shareholders to 

contribute. Relaxing investment conditions for investors does not mean 

canceling the shareholders' funding obligations. Capital contribution 

i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obligation of shareholders, and it is 

also the premise of obtaining shareholders' qualifications. All 

shareholders should fully fulfill their capital contribution 

obligations. The company has independent property based on the capital 

contribution of the shareholders. It is the material basis of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I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credit basis of external transactions and the basic conditions for the 

company's internal operations. It also provides property guarantee for 

the company to bear civil liability to creditors and stakeholders. 

The direct manifestation of "capital credit" is the "three 

principles of capital", that is, capital determination, capital 

enrichment (maintenance) and capital invariance. Thes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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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re pursued by civil law countries and become a part core 

content of the company law of civil law countries. The reform of the 

registered capital system not only has a great effect on the capital 

adequacy responsibility improv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but also relates to the reminder system for uninsured and the 

expulsion system of shareholders. This paper studied the 

obligations of shareholders under the China capital subscription 

system and discuss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 investors and the non-invested shareholders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of China's company 

registered capital system. In 2013, China established 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through the latest Company Law and 

replaced the registered capital previous contributed system from 1993. 

The history of the Chinese capital system is introduc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Chinese company capital 

system, and the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ubscription system is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contents of 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were introduced. It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examines the fixed capital system and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And it is raising the problems caused by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after the Chinese capital system reform. 

Chapter 2 discusses the problem of 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 

under 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There is no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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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under 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there is no 

minimum ratio of monetary property contribution, and shareholders can 

commit the installment payment period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shareholder 's contribution liability when 

shareholder' s faulty contribution occurs. This chapter discusses the 

shareholder's contribution liability and promoter's capital adequacy 

system under the Chinese company law. And this paper introduces. 

Chapter 3 made an essay on the shareholder financing system and the 

expulsion system of shareholders. The promoter or shareholder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inves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apital adequacy. If the shareholde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contribute, the shareholder financing system of the company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Non-invested shareholders or Shareholders 

who smoke escape all the capital contribution will be expulsed from 

company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China's Corporate Law (3) because 

they damag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creditors. I will discuss 

this in detail in this chapter as a new and hot issue in the Chinese 

legal system. 

Chapter 4 deals specifically with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reditors' interest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companies may 

also be harmed by 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s or non-investments 

by shareholders. Sinc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is very important in the company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ationality of accelerating the maturity of shareholders' 

investment under the Chines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O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For this reason,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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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these two systems and discussed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rporate creditors' interests under 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 

Chapter 5 is the conclusion. 

 

Key words：The registered capital subscription system；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the shareholder financing system；the expulsion 

system of shareholders ； Accelerated expiration of shareholder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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