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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0 년을 전후하여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이

국가들의 체제전환 문제가 대두하였다.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 국가의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법이

동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남한의 법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정책론이나 당위론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 구현방식

내지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회사법 등 관련법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다.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동·서독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즉 구동독은 서독연방의 일부가 되었으며, 스스로의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국가- 및 법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이에 따른

구동독 기업체제의 재편과 관련하여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하여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동화된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그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정조직전환 방식은 인민콤비나트 등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법률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되고,

회사로서의 실체는 사후에 추완된다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였다. 이렇게

법정조직변경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실체를 사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를 "Gesellschaft im Aufbau"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설립추완중의 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가 뒤따랐다. 즉, 회사

설립절차의 추완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제 19 조 이하)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설립추완에 요구되는 "회사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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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신탁관리법의 경직된 규정방식으로 말미암아 인민기업을

분할하여 조직전환하는 등 그 조직을 재편할 수 없었으며,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그 조직전환이 금지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었다. 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유연한 조직재편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조직전환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 절차에 적용되는 회사설립법의 범위를 규명하였다.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러한 경직성이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신탁관리법에 의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한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회사의 실체형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서 일반 회사법상의 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서독 물적회사법에서는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또는 완성된

회사 등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적용법리를 달리한다. 또한 당시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은 원칙적으로 조직전환에 회사법의 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적용범위는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경직성의 유연화의 문제는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기업분할 사례에서는 기업분할의 법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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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입법의 흠결"을 규명하고, 이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 15 조)의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제외기업의 사례에서는 각 사례의 유형에 따라 "입법의 흠결"이 규명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을 유추적용하고, 재산귀속권리자의 조직형태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르면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 중에서 그 대상이 일반재산(Finanzvermögen)인 경우에는

등기의 "자격재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을 통하여 신탁관리법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효한 조직전환으로 된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은 극복될 수 있고, 구동독

국영기업의 유연한 재편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논문에서와 같이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남한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이 처한 법적 상황은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처했던 법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남한의

헌법하에 동화된 법체제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재산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소가 그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남한법에서 인정하는 회사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도 결국은 독일의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은

법정회사전환 방식이 적합하다. 문제는 우리나라법에는 독일법상의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법에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나라

상법의 조직변경 제도에서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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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외에 기존의 민영화관련법 그리고 공기업의

설립근거법 및 관리·감독법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구하였다.

먼저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에 관하여는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회사전환의 대상은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법이

탈법방지라는 목적을 중시하는데 착안하여, 전환된 주식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추완절차에서도 주식회사의 엄격한 설립규정, 특히

변태설립이나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정회사전환의 경직된 규정방식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간이분할방식, 신청주의에 의한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임의적 적용,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유추적용의

활용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회사전환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수단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다만 간이분할방식 등의 유연화 방안은 자칫 기존 인민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수익성 있는 부분만 분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악용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연화 방안에서는 등기가 "자격재확정

기능" 내지는 "자격부여 기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등기제도의 완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제외기업

귀속권리자의 조직형태선택의 자유의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취하는 공기업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신탁관리법, 조직변경, 회사설립의 하자,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

독일 통일,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공기업

학번: 2008-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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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법

1990 년을 전후하여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이

국가들의 체제전환 문제가 대두하였다.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 국가의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남북통일을 전제로 하는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독일식의 체제통합에 의한 경제체제의 전환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1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의 목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있다. 이에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따르는데, 2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을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이러한 소유권

전환에 따르는 문제들 중의 하나가 사회주의적 소유권에 속하는 국영기업의

1 남북한은 1945 년 이후에 비로소 각각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으며, 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그 이전까지는 서로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북한이 이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남한은 이러한 공통적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장경제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법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법체계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남한의 시장경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일 당시 독일이 처하였던 상황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식의 경제체제 전환 방식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는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als wirtschaftsrechtliches Problem, WuW 2/1992(이하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

europa), 100 참조.

2 시장경제의 도입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정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적 자치, 재산권, 계약법,

기업법제, 노동법, 통화제도 및 대외경제교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Rittner, Die Umge-

staltung in Osteuropa, 96-99 참조.

3 김영봉/김대식/이종철, 남북 체제통합에 따른 북한경제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 1 권 제 2 호, 1995 년 12 월(이하 김영봉/김대식/이종철, 북한경제의

사유화),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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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내지는 민영화의 문제이다. 4 한편, 이러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내지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이렇게 성립된 회사의 지분을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 기업의 사유화 내지

민영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기업지분의 배분방식 및 그 경제적

효과 문제가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문제는 거의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5 게다가 이러한 연구들은

당위론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즉, 이러한 연구에서는

당위론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내지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남북통일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에 관한 하나의

4 구동독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민영화(Privatisierung)라 함은 협의에 있어서는

이전의 사회주의재산을 개인 및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또는 그 밖의 사법상의 법인 등의

사적 소유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에 있어서는 민영화는

사회주의재산을 전환하여 사법의 일반적 규율에 복속시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Horn, Norbert,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im neuen Bundesgebiet, 2. Aufl., Köln 1993 (이하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12 Rz. 3 참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시 행해지는

소유형태의 전환(김영봉/김대식/이종철, 북한경제의 사유화, 7) 내지는 소유권 이전(박성훈,

남북한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19)을 "사유화"라고 하고,

공기업을 주식회사 등 비국가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민영화"(박제훈,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사유화, 비교경제연구, 창간호, 1992, 2)라고 하고 있다;

김영봉/김대식/이종철은 사유화를 각각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을 의미하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 단계와 회사의 지분매각을 하는 "실질적인 사유화" 단계로

구분한다. 김영봉/김대식/이종철, 북한경제의 사유화, 7 참조.

5 김병호, 북한 기업 및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구권 국가 경우를

참조로 하여, 국제통상연구, 제 5 권 제 2 호, 2000 년; 박제훈,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사유화; 배진영,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이종원/김창권,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 2권 제 1호, 1996년 6월 등 참조.

6 김영봉/김대식/이종철, 북한경제의 사유화,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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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체제통합에 의한 구동독 경제체제 전환에서의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독일의 통일은 구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다(독일 통일조약 제 1 조 제 1 항 첫째 단). 이로써 동·서독은

서독의 기본법하에(동조약 제 3 조)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었다.7 이러한 독일

방식의 체제통합의 요체는 "법의 동화"에 있다. 즉, 체제통합을 통하여 양

독일의 상이한 법체계가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되고, 이에 따라 양 독일의

법이 동화되었다. 이렇게 동화된 법적 기반 위에서 구동독의 경제체제가

전환되었다. 그런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화된 법체계는

구동독의 "인민재산"8이라는 법적 구조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민재산에

속하는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즉시" "일괄적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인정되는 소유형태와 법적 형태에 상응하는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했다. 9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법10이 제정되었으며, 인민콤비나트

등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업이 그 "경제·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직전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당시 서독법에도 이미 존재하였었다. 실제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당시 서독의 조직전환제도를 그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조직전환제도가 개별적 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신탁관리법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7 이러한 방식의 체제통합을 일반적으로 흡수통합이라고 일컽는다.

8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재산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2 장 제 2 절 III.4.3)(1)①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 참조.

9 이 논문 제 2 장 제 2 절 I.3. (원탁회의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 제 4 장 제 2 절 I.1. (기업의

법인격의 유지) 참조.

10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GBl. I S. 300) (BGBl. III Anh. I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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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기업 전체의 일괄적인 회사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 기업의 "조직전환결의"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적" 조직전환의

성격을 갖는 서독법의 조직전환제도에서와는 달리, 신탁관리법은

"법정"조직전환이라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인민콤비나트 등 구동독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체 11 는 직접적으로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되는 것이다(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아울러, 이러한 회사의

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사후에 추완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19 조

이하). 12 신탁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동법에 따른 법정조직변경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실체를 사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를 "Gesellschaft

im Aufbau"라고 불렀다. 13 이 논문에서는 이를 "설립추완중의 회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법률규정에 의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성립과 설립절차의 추완에 의한 회사실체의 사후적

형성이라는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완전한 물적회사로 전환되었다.

한편, 신탁관리법은 그 입법목적에 걸맞게 극히 경직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신탁관리법의 규정(제 11 조 제 2 항 첫째 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인민기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자체로서

그대로 "하나의"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한다. 14 또한,

11 인민콤비나트, 인민기업 등 구동독의 모든 기업형태를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인 Wirt-

schaftseinheit를 이 논문에서는 "기업체"라는 용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12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에서는 설립행위에 의하여 정관, 자본 및 기관 등 회사의 실체가

형성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된다. 그러나 법정조직전환에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먼저 성립하고, 회사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게

된다. 즉, 회사의 실체형성과 성립의 순서가 앞뒤로 뒤바뀐 셈이다.

13 신탁관리법 제 14 조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된 회사는 그 상호에 "im Aufbau"라는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에 따르면 A 콤비나트는 A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A 콤비나트를 분할하여 A1 주식회사, A2 주식회사, A3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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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동법 제 11 조 제 3 항)은 동법에 따른 조직전환이

금지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15 신탁관리법의 경직적 규정방식에 기인하는

법정조직변경의 이러한 특이성은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흠결되거나 하는 가능성만이 있다"고

하는 Charlottenburg 구법원의 판결 16 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7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이성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인민기업을 분할하여 조직전환을 하거나(기업분할 사례), 18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이 조직전환된 경우(제외기업 사례) 19 에 이러한 조직전환의

유효성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20 한편, 앞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절차의 추완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제 19 조 이하)은 그 자체로서는

15 여기서 "금지"라 함은 당시 서독 민법 제 134 조의 의미에서의 금지를 뜻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지법규(gesetzliches Verbot)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이 논문 제 4 장 제 6 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

참조.

16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17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 (문제제기), II.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 참조.

18 M.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 von Treuhandgesellschaft, Festschrift Merz, Köln 1992, 333,

337(이하 M.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는 이러한 분할이 통례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S. 807 은 민영화가 진척되었음에도

인민기업체의 수가 증가한 것은 분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19 Stute, VIZ 1994, 381에 따르면, 그 수는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20 이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그 조직전환의 유효성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조직전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구동독의 기업구조를 합목적적으로 해체하여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게 경제구조를 조정한다는

신탁관리공사의 임무(제 2조 제 6항)와도 충돌되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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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21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의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크게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실체형성 문제"에서는 기존의

회사법의 회사실체형성에 관한 법리가 어느 범위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에 의거하여,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에 기인하는 경직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을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서독법의 조직전환제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정조직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는 서독법에서 발전되어 온 기존의 조직전환에 관한

법리를 원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탁관리법은 "구동독 기업의 법인격 유지" 등 그 입법목적에 따라

법정조직전환이라는 회사전환 방식을 택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행위에

기반을 둔 기존 서독 회사법상의 조직전환에 비하여 여러가지 특이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입법목적과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입법목적과 특이성을 고려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타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이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는 서독 회사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법률관계와 당시

21 Busche, in: RVI Band III B200 § 19 Rz. 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18 Rz.

134; Weimar, Treuhandgesetz Kommentar, Stuttgart/Berlin/Köln 1993, §19 Rz. 2 (이하 Weimar,

TH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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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률관계를 서로 비교·고찰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기업에는 회사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포함한 기존의 서독의 회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정조직전환"이라는

신탁관리법의 회사전환의 방식과 이를 통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정조직전환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률관계에 기존의 회사법의 법리를 적용하는데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분리에 기초한 기존 법학에서 공법과

사법이 교착하는 경계적인 법영역(Übergangsrecht)의 특이성과 문제구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제약하에,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한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르는 일반적인 법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특히 체제통합

및 법의 동화에 의한 시장경제도입이라는 구동독의 체제전환 방식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체제전환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이성을 갖는가를

규명한다. 나아가 구동독이 시장경제 도입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며, 이것이 독일의 통일 이후에 통일조약 체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양 독일의 법과 제도가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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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에서는 당시 서독법상 공기업의 회사전환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조직전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민영화(Organisationsprivatisierung)와

비견될 수 있는데, 통일 당시 서독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은 그 수단의

하나로서 공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서독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에서 형성되어 온 법리는 신탁관리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에서는

기존의 조직전환제도에 있어서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법률관계를

고찰하여, 신탁관리법상의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이 기존 서독법에서의

조직전환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이성을 갖는가를 밝히고, 이러한 특이성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회사설립의 추완절차와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한다. 즉,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조직전환법에서는

회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이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특이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적용되는 법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또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변경의 경직성과 그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신탁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그 경직성을 유연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 5 장에서는 앞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통합 및 법의 동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도입 방식을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국영기업을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법 체계에 따라

재편하는 방안과 그에 따를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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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Umwandlung에 관한 용어의 사용방법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하여 신탁관리법은

"Umwand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동독의 신탁관리법은

당시 서독법상의 Umwandlung 제도를 모델로 하였는 바, 당시 서독법상

Umwandlung 은 어떤 기업이 그 "경제·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2 한편,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3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시 서독법의 Umwandlung 을

조직변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독법의 Umwandlung 과

우리나라의 조직변경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즉, 독일 통일 당시

서독법상의 Umwandlung 은 권리주체(Rechtsträger)의 변경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übertragende(양도적) Umwandlung 과 formwechselnde(형태변경적) Um-

wandlung 으로 구분되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직변경 개념은

권리주체의 변경이 없는 당시 서독법상의 형태변경적(formwechselnde) Um-

wandlung에 해당한다.

통일 당시 서독에는 유한회사의 Umwandlung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Umwandlugsgesetz 24라는 명칭의 법이 존재하였었다. 그런데 1994 년

Umwandlungsrechtsbereinigungsgesetz 라는 법25의 Artikel 1 로서 Umwandlungs-

22 서독법상 Umwandlung 의 개념 및 그 변화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그 변화) 참조.

23 우리나라 상법은 원칙적으로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한다(상법 제 242 조, 제 286 조, 제 604 조 제 1 항, 제 607 조 제 1 항). 2011 년

개정상법에 의해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와의 상호 조직변경이 허용된다(동법 제 287 조의 43). 이철송, 회사법강의, 128

참조.

24 Umwandlungsgesetz i. d.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6. November 1969 (BGBl. I S. 2081).
25 Gesetz zur Bereinigung des Umwandlungsrechts vom 28. Oktober 1994(BGBl. I S.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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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26가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기존의 übertragende Umwandlung 과

formwechselnde Umwandlung 의 구분은 폐지되고, 양 개념을 아우르는 Form-

wechsel(형태변경)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새로 제정된

Umwandlungsgesetz 는 형태변경 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에 분산·규정되어

있던 합병, 재산양도 등의 제도와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분할제도를 하나의 법에서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법상

Umwandlung 이라는 개념은 합병, 분할, 재산양도, 형태변경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독일법상 기업의 합병, 분할, 재산양도,

형태변경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Umwandlung 을

"조직재편", 구법하에서의 Umwandlung 에 해당하는 개념을

"조직전환"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Umwand-

lungsgesetz는 구(舊)조직전환법, übertragende Umwandlung은 양도적 조직전환,

formwechselnde Umwandlung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1994년의 Umwandlungs-

rechtsbereinigungsgesetz 는 조직재편법정비법, 새로운 Umwandlungsgesetz 는

조직재편법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27 또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우리 상법상의

조직변경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6 Umwandlungsgesetz vom 28. Oktober 1994 (BGBl. I S. 3210, ber. 1995 I S. 428)
27 우리나라의 조직변경 개념은 통일 당시 서독법상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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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 전환에는 일련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체제통합 및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체제전환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먼저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초로 한 구동독 경제체제 전환 방식의

의의와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규명한다. 이어서, 구동독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단계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단계로

구분하여, 경제체제 전환의 각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는가를 고찰해 본다.28

제1절 구동독 경제체제의 전환방식과 법적 문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의 목표로서는 1948/49 년 Ludwig

Erhard 29가 실시하였던 모델에 따른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이 바람직한

28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는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1990 년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Staatsvertrag)에서 공동의 경제질서로

합의되었다(국가조약 제 1 조 제 3 항).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zialistische

Marktwirtschaft)란 사회주의재산과 사유재산이 병존하는 형태의 시장경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경쟁"이 허용되는 "경쟁적

사회주의(Konkurrenzsozialismus)"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tsozialismus)"를 권장하였던 Os-

kar Lange와 F. M. Taylor와 같은 유명한 사회경제학자의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29 Ludwig Erhard 는 1949 년부터 1963 년까지 서독의 연방경제장관, 1963 년부터 1966 까지는

서독의 연방수상을 지냈다. 그는 Walter Eucken 이 "국민경제의 기초"에서 창시한

"Ordoliberalismus"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된다. Ordoliberalismus 는 독일판 신자유주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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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었다. 30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31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즉, 한 국가의

경제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부차적인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에는, Gorbatschow의 "규제된 시장경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서는 사회주의재산과 사유재산이

공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문제로 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이상형적인 사유모델이 아니라, 그 뿌리가 고대와 기독교에 있는, 특히 서부

및 중부 유럽 국가에서의 수백년에 걸친 발전의 결과이다. 한편,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사고 및 행동양식, 즉 문화 전체를

결정짓는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를 개혁할 때에는

형태로서, 자유시장이 이론상의 잠재력에 근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Ordoliberalismus 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30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구동독에서는 신탁관리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1990 년 6 월 7 일의 제 10 대 구동독 최고인민회의 제 11 차 회의에서 DBD/DFD

(독일민주농민당/독일민주여성동맹) 소속 Meyer-Bodemann 이 이 법안의 입안자가

시장경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Ludwig Erhard가

1953 년 제출하였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연구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Stenografi-

sche Niederschrift des 10. Volkskammers: 11. Sitzung vom 07. Juni 1990, S. 354 참조.

31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32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추종하던 정신적

지도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체제를 완화된 형태로

연장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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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질서가 다른 나라에 계수될 수 있는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지가 문제로 된다.33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개혁은 소련에

복속되기 이전까지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상기하고, 1789 년의 프랑스

혁명과 기독교 유산의 이념을 경제법적 질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던 바로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4 물론,

그동안 유럽공동체 등에서 얻은 경험도 참고하여야 한다.35

체계 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한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구동독은 통일 이전부터도 벌써

서독의 중요한 경제법을 계수하였다. 36 이로써 구동독은 1945 년 이전의

동서독의 공통적인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그들이 놓쳐 버린 지난 수십 년

간의 발전을 몇 달 이내에 입법에 의해서 만회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37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우위를 기반으로 토지소유권 등 재산권, 계약법, 기업법제, 노동법,

대외경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근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38 특히 기업법

33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참조; 법률가나 경제학자들은 서구에서의 발전의

결과가 시공을 초월하는 인류공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는 현대판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로서, 이러한 사고를 무턱대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L. Kühnhardt, Die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1987(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에서 재인용) 참조.

34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35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36 통일 이전 구동독에 의한 서독법의 계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2 절 III.3.2) (국가조약에

의한 법의 동화) 참조.

37 Rittner 는 이러한 방식을 "왕도(Königsweg)"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기회는 다른 어떤

국가에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38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6-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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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일반적

권리능력 및 결사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콤비나트와 그

밖의 국가기업들 39은 가능한 한 사법상의 법적 형태로 전환되고, 경쟁력

있는 규모와 조직형태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기업은 기존의

독점적 지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40 물론, 이 외에도 효과적인 노동법 및

새로운 세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십 년간 등한시 되었던 인프라와

그 경제법적 기초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41

전술한 바와 같이, 구동독의 경우에는 양 독일의 체제통합 및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 방식의 체제전환을 택하였다. 물론,

구동독도 체제전환의 초기에는 사회주의재산과 사유재산이 공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다음 절에서 보듯이,

"헌법원칙법(Verfassungsgrundsätze-Gesetz)"이 제정된 이후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을 거치면서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헌법이 폐지되고, 사소유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법 분야에서는 특히 콤비나트 등 구동독의

기업주체(Unternehmensträger)를 서독의 법체제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기업주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탁관리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제2절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의 전개

구동독의 경제개혁은 1989 년 11 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급변하는

구동독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즉, 월요일시위 등을

통하여 표출되기 시작한 체제개혁에 대한 구동독 국민의 욕구는 구동독의

각 정파를 아우르는 원탁회의의 활동을 통하여 정책화되기 시작하였다.

39 구동독의 국가기업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장 제 4절 II.1. (구동독의 인민기업체) 참조.

40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1.
41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1-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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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동독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1990 년 초 모드로프 정부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구동독 헌법 제 12조 제 2항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그 헌법적 기반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회주의재산과 사유재산이 공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단계와

사유재산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단계라는

2단계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I. 경제체제 전환의 태동

1. 경제체제 전환의 의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 1989 년 11 월 28 일 당시 서독 수상 Kohl 은

"10 개 항목 중점계획(Zen-Punkte-Plan)"을 발표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동서독 간의 조약에 의한 의무 부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연합

구조를 형성한다는 장기계획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이 처했던 경제적

핍박과 정치적 불안정 42으로 인하여 구동독 정부의 정책이 독일의 통일로

급선회하였다.43

42 당시 구동독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좌절한 구동독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제 3 국을

통하여 서독으로 탈주하였으며, 구동독 정부는 이웃 국가들의 비협조로 이를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구동독 국민들의 탈주 움직임과 더불어 민주적 개혁을 통하여 동독

공산당의 독재를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이에 따라 새토론장(Neue Forum)과

같은 야당세력들이 생겨나고, 동독 사회민주당(Ost-SPD)의 경우와 같이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정당의 구성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탈주희망자 및 비판세력은 교회의 비호 아래

결집하였고, 이들은 Leipzig 의 월요일시위(Montagsdemonstration) 등을 통하여 그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세력을 퇴치할 수 있었다.

43 이렇게 통화연합의 조속한 실현이 불가피해지면서 통일절차에서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서독쪽으로 기울었다. 또한, 서독 모델을 기초로 한 사회·경제 체제의 동화에 필요한

경제·행정전문가가 동독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독측 책임자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통일절차는 서독의 지휘하에 수행하게 되었다. Rödde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Di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 C.H. Beck, München 2009, S.

209(http://de.wikipedia.org/wiki/Deutsche_Wiedervereinigung에서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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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독일의 상황를 살펴 보면, 1989 년 11 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하루에 2000 명 내지 3000 명의 구동독 시민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동독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수많은 공장이 생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적 핍박 상태와 지급불능 위험이

상존하였다. 구동독 시민들은 "서독 마르크가 오면 우리는 (구동독에)

머물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서독)한테 간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의 집권당인 독일사회주의유일당44 및

모든 민주주의 정파의 참여하에 원탁회의가 소집되었다. 특히 이

원탁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은 구동독의 인민재산을 서독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통일 이후 인민재산이라는 재산형태가 서독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연방의 일반 재정재산으로 편입되어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서독 정부는 이미 1990 년 1 월에 통화연합의 첫 구상을 마쳤으며,

구동독은 1990년 3월 동서독의 통일을 전제로 인민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청을 설립하였다. 1990 년 3 월의 구동독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는

이미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등 서독의 정당들이 깊이

관여하였다. 구동독이 자유적, 민주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지향적인

연방법치국가라고 선언한 "헌법원칙법"은 심지어 구동독 국가고권의

이전가능성도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통일에 이르는 절차는 서독 정부가

실질적 주도권을 갖고 이끌었으며, 구동독의 새정권은 결정권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조약의 형식적 당사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45 이와 같이,

44 독일사회주의유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은 독일의

소련점령지역에서 1946 년 창당된 정치정당으로서, 소련의 영향력 행사 아래 1949 년

건국된 구동독의 단독통치 국가정당이 되었다. 1989/1990 년 구동독의 변혁과정에서

지배국가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s Domokratischen So-

zialismus: PDS)로 당의 명칭을 개명하였다.

45 구동독 정부는 몰수재산의 처리문제에서 스탈린의 점령정책에 따른 1945-1949 년의 나치

및 전범자의 몰수재산을 사회주의의 업적이라는 명분하에 원상회복에서 제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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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통일은 양 독일의 선택과 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구동독의 상황은

회사법상의 해산회사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1990 년 3 월의

최고인민회의선거(Volkskammerwahl)를 통하여 구동독을 해산하자는 구동독

국민의 뜻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46, 1990 년 4 월 이를 실행할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47 그 이후의 구동독 정부의 활동은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한

본래의 업무집행이 아니라 단지 국가를 해산하기 위한 청산업무의

집행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동독의 경제개혁이 외견상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 단계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 단계라는

2 단계의 개혁으로 비춰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서독의 경제모델을

지향한 일방적인 개혁이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원탁회의의 활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구동독은 경제적 핍박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1989 년 가을

구동독에서는 구동독의 독자성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한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4 Rz.

62이하 참조.

46 최고인민회의는 1949 년 부터 1990 년 10 월 2 일까지 구동독의 의회였다. 1990 년 3 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400 의석 중 기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

lands: CDU)이 163 석,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이 88 석을 얻은

반면, 구동독 집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PDS)은 66 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동독지역 기독교민주연합(CDU-Ost), 독일사회연합(Deutsche Soziale Union: DSU)과

민주주의적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 DA) 등의 정당이 결합한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의 승리로 평가되었다. 이들은 전체의석의 48,15%인 192석을

획득하였다. 선거참여율은 93.4%였다.

47 "독일을 위한 동맹"은 자유민주연합(Bund Freier Demokraten: BFD) 및 사민당과 대연정을

구성하였으며, 그 대표후보인 Lothar de Maizière(CDU; 기민당)이 구동독 수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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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Runde Tische)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48 마침내 같은 해 11 월에는 야당들이 수시로 회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마침내 1989 년 11 월 26 일 야당그룹과 모드로프정부는

1989 년 12 월 7 일을 중앙원탁회의의 회합을 위한 첫 일정으로

합의하였다.49

이들은 1989 년 12 월 7 일부터 1990 년 3 월 12 일 사이에 16 번의

회합을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구동독의 환경적, 경제적 및 재정적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의회나 정부의 기능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구동독에서의 공공에 의한 감시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중앙원탁회의는 17 개의 비공개위원회의 활동,50 시민들의 제안

및 제보와 정부 및 학계 출신의 다수의 전문가들에 힘입어 중요한 사회발전

분야에 관한 16 개의 권고안과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1990 년 4 월 4 일에는

헌법초안을 인민회의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8 구동독의 저명한 작가로서 1989 년 11 월 4 일 베를린 알렉산더광장에서 있었던 구동독에

대한 반정치 시위에서 연설하기도 하였던 Christa Wolf 는 1989 년 9 월 10 일 이러한

원탁회의를 제안하였다. 1989 년 10 월 27 일 당시 구동독의 시민운동단체 중의 하나였던

"즉시 민주주의를(Demokratie Jetzt)"의 Wolfgang Ullmann 이 베를린의 한 행사에서

원탁회의의 구성을 촉구한 이후에, 국가의 위기와 국가기관의 점진적 마비 사태에

직면하여 원탁회의의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원탁회의는 폴란드와 헝가리에도

이미 존재하였었다. 원탁회의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http://www.ddr89.de/ddr89/inhalt/ddr_zrt.html 을 참고한 것이다.

49 첫 번째 회합에는 독일기독교민주당(CDU), 독일사회민당(SPD), 구동독

사회주의유일당(SED) 등을 포함하여 당시 구동독의 정파를 총망라하는 정치단체의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50 중앙원탁회의에는 외국인 문제 및 외국인 정책, 교육·청소년, 양성평등, 문화 및 문화정책,

언론 및 언론법 입법권한, 새헌법, 친환경적 건물개축, 정당 및 결사법, 법, 안보 및

구동독 국가안보국 해산, 사회보장- 및 보건제도, 사회정책, 형법, 선거법, 경제 등의

비공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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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동독에는 중앙원탁회의 외에 다수의 지역, 지방, 공장 및 주제별

원탁회의가 존재하였다. 이들의 권한은 서로 상이하였으며, 대부분 경우 그

권한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스마르에서는 시의회에 대한

감독권, 의결권 및 거부권이 원탁회의에 부여되었으며, 플라우엔에서는

원탁회의가 시의 운영을 넘겨 받기도 하였다.

3. 원탁회의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

원탁회의가 마련하였던 권고안과 법안 중에서 이후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정책의 기조를 마련한 것이 신탁관리회사설립안이다. 51

자유연구단 "교차점에서의 지식의 접촉반응을 위한 자주조직"(Freies For-

schungskollegium „Selbstoragnisation für Wissenskatalyse an Kontenpunten“)이라는

단체52는 1990 년 2 월 11 일 당시 동독 정부 수반인 모드로프와 원탁회의의

대표자에게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재산에 대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지분권을 보존하기 위한" 물적지주

신탁관리회사(Kapital-Holding-Treuhandgesellschaft)를 즉시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구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것이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40년에 걸친 구동독 국민의 노력과 땀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은 지주-

신탁관리회사를 즉시 설립함으로써 인민소유 재산이 "주인 없이(herrenlos)"53

51 Freies Forschungskollegium "Selbstorganisation", Vorschlag der umgehenden Bildung einer "Treu-

handgesellschaft (Holding) zur Wahrung der Anteilsrechte der Bürger mit DDR-Staatsbürgerschaft am

»Volkseigentum« der DDR", Runder Tisch 12. Sitzung, 12. Februar 1990, Vorlage Nr. 12/29을 참조.

52 여기에는 시민운동단체인 "이제는 민주주의를"의 창시자인 신학자 Wolfgang Ullmann 를

비롯하여 기술자인 Matthias Arzt, 물리학자인 Gerd Gebhardt 등이 참가하였다.

53 구동독 사람들은 당시 구동독의 콤비나트 등 법인격을 갖추고 있던 국영기업들이

법인격을 잃고 해산되어 서독 정부의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는

구동독에 속하던 재산이 구동독의 경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일반 재정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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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소실위험은

"인민재산"이라는 법적 구조가 서독의 기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따라서 인민재산은 즉시 서독의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에

상응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4

이들이 이러한 지주신탁관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이후의 구동독 경제개혁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구동독

국민이 갖고 있던 기대와 우려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첫 번째 조치로서 이 지주회사는 자본지분권자 증거서류로서

지분증서를 구동독 국민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55 이로써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정당성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본의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오로지 구동독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는 이 신탁관리회사의 정관은 새로

선출되는 인민회의 또는 추후에 구동독 주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56

"인민재산이 전적으로, 오로지 구동독 지역에서의 조치를 위하여서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 25조 제 3항 첫째 단).

54 이러한 생각은 후에 신탁관리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동독 내각의 결의(Beschluß zur Grün-

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en Vermögens (Treuhandanstalt)

vom 1. März 1990(GBl. I Nr. 14 S. 107))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이 결의에는

"인민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탁관리공사가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호).

55 구동독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권리증서(Voucher)를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회사로 전환된 기업을 사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동독

지역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은 사회적

시장원리에 따라 인민재산을 민영화하고 매각하는 것을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둘째 단), 신탁관리공사 임무의 분권적 이행을 위하여

도입하려고 하였던 신탁관리주식회사의 임무 중의 하나로 회사지분 또는 재산지분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들고 있다(동법 제 8조 제 1항 두번 째 연결부호).

56 신탁관리공사의 임무와 권한은 조직변경령의 시행 당시에는 조직변경령과

신탁관리공사규약(Statut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vom 15.

März 1990 (GBl. I S. 167))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탁관리법의 시행 이후에는 신탁관리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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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탁관리회사에서는 그 개개의 인민재산의 가치평가가 자유롭게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동유럽에 인접한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구동독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미래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치평가는 오로지 전 세계 경제로부터의 관심이 경쟁적으로

증가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때, 매각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합작

등에 있어서 구동독 지주회사에 가능한 한 높은 기업지분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회의 구성을 통하여 구동독의

이해관계가 지분비율에 상응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동독 국민이 자본지분증서를 통하여 개인회사 또는 조합형태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주택, 건물 또는 사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탁관리회사의 구성에 관련하여서는, 베를린을 포함한 각 행정지구

밑에 15 개의 동등한 지위를 갖는 지구소속 권리주체(지구신탁관리회사)를

설립한다. 57 구동독의 해산과 함께 이들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구-

지주회사(Bezirks-Holding)를 주-지주회사(Länder-Holding)로 병합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58 설립단계의 회사경영과

신탁관리공사정관(Beschluß des Ministerrats über die Satzung der Treuhandanstalt vom 18. Juli

1990(GBl. I Nr. 46 S. 80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57 이러한 분권적인 조직구조는 신탁관리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후에 임의(Kann)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주회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회사법 및 세법상의 이유

때문에 민영화 수익이 방해받지 않고 신탁관리공사로 유입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그 임무 수행의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신탁관리공사의 노력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졌다. 또한, 이 방식은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성을 제약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신탁관리공사의 직접적 관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Schogs, Privatisierung der ehemals volkseigenen Betriebe,

in: Hahn, Investitionsstandort neue Bundesländer(이하 Schogs, in: Hahn), S. 48 참조.

58 이러한 생각은 1991 년 6 월 동맹 90/녹색당(Bündnis90/Grünen)이 제출한 신탁관리법의

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안에서는 신탁관리기업과 관련하여 신탁관리공사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민영화, 기업회생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서도 주(Länder)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eutscher Bundestag, Drs. 12/7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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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이를테면 서독의 경제계 및 재무계로부터 능력이 인정된

경영인력만을 공모절차를 통해서 확보하여야 한다.59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즉시 자본제공자가 줄을 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즉시 경제부흥이 시작되고,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의사가 있는 구동독

국민은 경솔하게 그 재산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II.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단계의 경제체제 전환

사회주의적 소유권 60 과 사경제적 결사의 금지 61 를 특징으로 하던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하에서는 개인에게 기업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주로 개인적인 노동에 기초를 둔 작은 규모의

수공업 및 기타의 영업만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62 1990 년 초 당시

구동독에서는 그때까지의 사회주의적 소유구조의 변화를 통한 사회정책적

개혁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3 이에 따라

구동독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1990 년 초 모드로프 정부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구동독 헌법 제 12조 제 2항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장경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우위를 기반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기업법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일반적 권리능력 및 결사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59 실제로 초기 신탁관리공사 경영위원회 위원장인 Rohwedder 는 Hoesc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출신이고, 부위원장인 Gohlke 는 서독 연방철도공사의 대표이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경영인과 정치가가 자문역으로 활동하였다.

60 구동독 헌법(Verfassung der DDR vom 6. April 1968 i. d. F. des Gesetzes vom 7. Oktober 1974(GBl.

I S. 432)) 제 10조 및 제 11조 참조.

61 구동독 헌법 제 14조 참조.

62 1989 년 당시 구동독에는 100,000 개 정도의 자영기업과 약 15,7000 명의 자유직업자가

있었다. 그 중 자영기업은 주로 수공업, 상업과 요식 및 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Deut-

scher Bundestag, Drs. 13/2280, S. 129 참조.

63 Schogs, in: Hahn,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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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을 도모하는데는 이르지는

못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영업법 64 , 정착법 65 , 합작법 및 기업법 66 등의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사기업 활동도 허용되었다. 67 특기할 것은 이미 이 단계에서도

후에 신탁관리법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동독 기업체를 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68 다만, 이러한

조직전환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법률행위 방식의

임의적 조직전환에 의한 기업개혁의 실패로 말미암아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은 법정 방식의 강제적 조직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구동독은 사회주의적 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이 병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69

64 Gewerbegeset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GBl. I Nr. 17 S. 138).
65 Gesetz über die Aufnahme einer gewerblichen Tätigkeit oder eines freien Berufs durch Personen ohne

Wohnsitz,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8. Juni

1990(GBl. I Nr. 38 S. 485).
66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i. d. F. vom 28. Juni 1990 (GBl. I Nr. 38 S. 483).
67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 및 구체적인 입법에 관해서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Kapitel 1 §3 Rz. 13-22, 37-42, Kapitel 4 §16 Rz. 1;

Tussing/Winkler, Struktur der Wirtschaftsunternehmen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recht) in: Hahn,

Investitionsstandort neue Bundesländer, 2. Aufl. 1992, S. 105-110 (이하 Tussing/Winkler, Wirt-

schaftsunternehmen) 참조. 신탁관리법의 발효 이전에 사인에 의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동독에서의 일련의 입법 활동에 관하여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 §18 Rz. 4, 153 이하; Busche, in: RVI, B200 THG Vor §1 Rz. 2도 참조.

68 1972 년 이후 국유화되었던 기업은 기업법에 따라 인적회사나 개인기업 또는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고, 수공업조합은 수공업생산조합령에 따라 합작회사, 합명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었으며, 인민콤비나트 등 구동독 국영기업체는 조직전환령에

따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 이 절 II. 2. (개별법에 의한

기업조직재편) 참조.

69 이 단계는 Gorbatschow 의 규제된 시장경제(geregelte Marktwirtschaft), Oskar Lange 와 F. M.

Tayler 가 권장하였던 사회적 경쟁이 존재하는 경쟁사회주의 또는 시장사회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한다.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및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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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체제 전환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1) 사유재산금지에 관한 헌법조항의 폐지

구동독 헌법에는 지하자원, 생산기업 및 은행 등은

인민재산이며(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동항 둘째 단). 구동독에서의 기업구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1990 년 1 월 12 일의 법 70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동독 헌법 제 12 조 제 1 항 둘째 단이 삭제되었다. 동시에,

새로이 둘째 단이 삽입되었는바, 이 둘째 단은 경제재가 인민재산에

속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법의 제정에 의하여 경체체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구동독의 소유구조와 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입법의 홍수가 뒤따랐다. 71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러한 법률들은 당시

여전히 유효했던 인민재산의 우위 및 국가계획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의

법문과 정신에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었다.72

2) 영업의 자유와 정착의 자유의 보장

구동독에서 영업의 자유는 이미 영업법(Gewerbegesetz) 73 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74 이 법에 따라서 구동독에서 모든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영업의 자유는 구동독에 상설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영업법 제 1 조 제 1 항 전문)하에 허용되었으나,

70 Gesetz vom 12. Januar 1990(GBl. DDR I 1990 S. 15).
71 Weimar, THG, Einführung, Rz. 4.
7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16.
73 Gewerbegesetz vom 6. März 1990(GBl. I Nr. 17 S. 138).
7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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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보조항도 영업법개정법75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따라서 영업의 자유는

오로지 영업법 자체나 다른 법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었다(동법 제 1 조

제 1 항 후문). 이후로 독일의 전 영역에서 영업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지속적인 독립적 행위"라고 정의되었다(동법

제 1 조 제 2 항 첫째 단). 다만, 자유직업 활동은 영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동항 둘째 단). 또한, 독립적 수공업기업은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수공업조직령 76 에 따라서 수공업등록부 내지는 유사수공업기업

소유자 명단에 등록된 인적회사에게만 허용되었다(동법 제 1 조 제 3항 첫째

단).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업의 경우에는 그 수에 제한 없이 근로자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동법 제 1 조 제 4 항),

동시에 상이한 영업을 하거나 복수의 지점이나 판매점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동조 제 5 항). 그리고 농업 및 임업 분야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형태의 영업자는 상공회의소 77 나 수공업회의소의

회원이 되었다(동법 제 10조 제 1항).

정착법(Niederlassungsgesetz) 78 에 따라서 내외국인에 대하여 정착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동법 제 1 조 제 1 항 첫째 단). 이에 따라 구동독의 영역

내에 상설주소나 거소 또는 지점이 없는 자연인, 법인 및 인적회사는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또는 자유직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동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동항 둘째 단). 이 법의 의미에서의 정착의 권리는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 기업의 설립, 기업의 인수,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지점의 설립,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직업의 영위 등을 포함한다(동조 제 2 항).

다만, 지점의 설립과 그 활동은 구동독의 법에 따라야 했으며(동법 제 2 조

75 Gesetz zur Änderung des Gewerbe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9. Juni

1990(GBl. I Nr. 38 S. 503).
76 Verordnung über die Organisation des Handwerks der DDR vom 22. Februar 1990(GBl. I Nr. 17 S.

150).
77 Verordnung über die Industrie- und Handelskammer der DDr vom 1. März 1990(GBl. I Nr. 15 S. 112).
78 Gesetz vom 28. Juni 1990(GBl. I Nr. 38 S.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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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투자금액 1000 만 마르크 이상의 영업소는 경제부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동법 제 3조 제 1항).

3) 신탁관리공사의 설립

(1) 신탁관리공사 설립의 의의와 법적 근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990 년 초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구동독 헌법

제 12 조 제 2 항의 개정과 함께 구동독의 경제체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구동독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의해서 그들의 인민소유 재산이

소실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민재산을 서독의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에 상응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재산에 대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지분권을 보존하기 위한" 물적지주신탁관리회사(Kapital-Holding-

Treuhandgesellschaft)를 설립하자는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79

1990 년 3 월 1 일 인민재산의 신탁적 관리를 위한 공사의 설립에 관한

결의 80 에 따라 신탁관리공사가 설립되었다. 81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공사규약 82 에 따라 인민콤비나트, 인민기업 및 인민시설의

기금소유권(Fondsinhaberschaft)에 속하였던 인민재산의 신탁관리를

담당하였다(신탁관리공사규약 제 2 조 제 1 항). 또한, 이러한 기업체들이

조직전환령에 따라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가

이러한 물적회사의 지분권자가 되었다(동 규약 제 2 조 제 2 항). 나아가

신탁관리공사는 인민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유자(Rechtsträger)가 되었다(동 규약 제 5 조 제 2 항). 이로써

79 이 절 I. 3. (원탁회의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 참조.

80 Beschluß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en Vermögens

(Treuhandanstalt) vom 1. März 1990(GBl. I Nr. 14 S. 107).
81 Schogs, in: Hahn, S. 47.
82 Statut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Beschluß des Ministerrates-

vom 15. März 1990(GBl. I S.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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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기업에 대한 사인의 지분참가를 위한 법적인 기본여건이 마련되었으나,

기존 인민기업의 민영화라는 획기적인 방향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990 년 3 월 18 일 최초의 민주적인 최고인민회의선거 이후에 비로소 당시

새로 선출된 de Maiziere 수상이 1990 년 4 월 19 일의 정책성명에서

인민기업의 민영화를 선언하였다. 83 그러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

구동독 인민기업의 회사전환을 규정하고 있던 조직전환령에 따른

인민기업의 민영화는 기대하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84

이러한 신탁관리공사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 체결 이후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의 인민기업의 민영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1990 년 5 월

18 일의 국가조약이 체결되면서 구동독 정부는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Gemeinsames Protokoll über Leitsätze)에서 영리원칙에 따른

기업경영과 기업의 사유재산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1990 년 7 월 1 일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신탁관리법이 발효되었다.

한편, 신탁관리법은 통일조약 제 25 조에 따라서 그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전의

인민기업체를 경쟁력 있게 구조화 하고, 민영화 하는” 임무를 위임 받았다.85

83 1990년 4월 12일의 Reuter의 보도: VEB sollen generell private Eigentümer bekommen(Schogs,

in: Hahn S.47 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1990 년 4 월 17 일의 연정합의서에는 인민기업의

분할과 민영화를 담당하는 신탁관리공사는 서독의 지주회사를 본보기로 하여 활동하게

되어 있었으며, 주식과 지분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조약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는 포기되었다고 한다.

84 구동독 최고인민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조직변경령은 인민재산의 민영화와 매각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경제적 과제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였다. 1990년 5월 31일까지 500여

개의 인민기업체가 조직변경 되었으며, 동년 6 월 30 일까지 그 수는 1000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7000 개의 인민기업체가 조직변경 되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되었다. Plenarprotokoll, 15. Sitzung, 10. Volkskammer, 17. Juni 1990, S. 353 참조.

85 1994 년 12 월 31 일까지 15,000 여개의 기업과 영업부문이 매각되었다. 1994 년 말 현재

애당초 12,000 여 개의 신탁관리 대상기업(근로자수 약 4 백만명) 중 65 개의 기업만이

신탁관리공사에 의해 매각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 중 63 개의 기업(근로자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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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신탁관리공사 잔여업무 마무리법 86 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는

해산되고, 통일관련특별업무공사(BvS;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등의 후계기관87에 의하여 그 업무가 승계되었다.88

(2) 신탁관리공사의 임무

신탁관리공사는 원래 인민재산의 신탁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위와 임무는 인민재산의 신탁적 관리를 위한

공사의 설립에 관한 결의와 신탁관리공사규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1990 년

3 월 1 일 신탁관리공사의 설립과 더불어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공사규약에 따라 인민콤비나트, 인민기업, 인민시설 및

경제지도기관 그리고 그 밖의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기업체의

기금소유권에 속한 인민재산의 신탁관리를 담당하였다(동 규약 제 2 조

제 1항).89

18,000 명)이 회생 또는 민영화 목적으로 4 개의 관리합자회사(Management KG)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Deutscher Bundestag, Drs. 13/2280, S. 125, 128 참조; 신탁관리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통계자료에 관하여는 Deutscher Bundestag, Drs. 12/8404, S. 250, 251도 참조.

86 Gesetz zur abschließenden Erfüllung der verbleibenden Aufgaben der Treuhandanstalt vom 9. August

1994(BGBl. I S. 2062).
87통일관련특별업무공사(BVS)외에 신탁관리공사부동산회사(TLG; Leigenschaftsgesellschaft der

Treuhandanstalt), 베를린 지분관리유한회사(Beteiligungs-Management-GmbH Berlin), 토지매각-

및 관리유한회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등이 이에 해당한다.

88 Fiebig, NJ 1995, 114-115 참조.

89 Broschüre "Fragen und Antworten an Städte, Gemeinden und Landkreise", Treuhandanstalt, Juni

1991(Schogs, in: Hahn, S. 51 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신탁관리공사의 관리를 받았던

재산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된,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었던 콤비나트, 기업 및 시설: 합계 약 8000 물적회사(약 45000

사업장)가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았다. 추산에 의하면, 이는 약 5 백만 개의

일자리로서, 국가 및 농업 분야 외의 모든 일자리의 80%에 해당하였다. 기업분할의

노력으로 인하여 신탁관리공사의 관리를 받는 기업의 수치는 1991 년 말 약 11000 개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재민영화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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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약 체제하에서는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는 신탁관리법과

신탁관리공사의 정관에 관한 당시 내각의 결의 90 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즉, 신탁관리법에 의해서 비로소 신탁관리공사를 이용하여

"민영화를 통하여 국가의 기업 활동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환원한다”는 목표가 확정되었다(신탁관리법 전문). 통일조약은 일정한

조건하에 신탁관리법의 효력을 유지하였다(통일조약 제 25조).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신탁관리공사는 영구적 조직이 아니었다.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는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이전의

인민재산을 민영화하고 매각하는 것이었다(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신탁관리공사정관 제 2 조 첫째 단). 그러나 당시에 모든 인민기업이 민영화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경제구조

조정의 촉진"도 신탁관리공사의 임무의 하나였다. 이를 위하여,

신탁관리공사는 특히 회생 가능한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임무를 실현하여야 했다(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6 항 첫째 단,

신탁관리공사정관 제 2 조 둘째 단). 다만, 서독연방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공사의 임무 중 민영화 임무가 우선권을 가졌다. 즉, 충분히 검토된

된 기업도 포함되었다. 1991년 당시 신탁관리공사는 여전히 6800여개의 기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② 기업재산 외에도 신탁관리공사는 국가안보부(Stasi) 해산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1990 년 10 월 2 일까지 아직 아무런 새로운 사회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이전의 국가안보부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관리하였다(신탁관리법

제 4 시행령). ③ 이전의 국영농장 및 임업기업(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 이 재산은 도합

195 만 헥타르의 농업 가용면적과 약 190 만 헥타르의 임지를 포함하였다. ④ 구동독의

정당 및 단체조직 재산의 검사를 위한 독립위원회에 의하여 그 불법적 취득이 확정된,

구동독의 정당 및 단체조직의 재산(통일조약, 제 2부속의정서, Kapitel II, Sachgebiet A, Ab-

schnitt III - BGBl. II S. 885, GBl. I Nr. 64 S. 1890)을 관리하였다. ⑤ 그 외에 신탁관리공사는

연방재무부의 위임에 의하여,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된, 이전의 읍·면,

시 또는 군이 경영하던 기업을 신탁관리공사의 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각하였다.

여기에는 건설업, 운송업, 상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 약 3500개의 기업이 속하였다.

90 Beschluß des Ministerrats über die Satzung der Treuhandanstalt vom 18. Juli 1990(GBl. I Nr. 46 S.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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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 준비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신탁관리공사의 임무에

속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영화가 가장 바람직한 회생 방식으로 간주되었다.91

4) 등기관할권의 변화

구동독 지역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하게 기능하는 상업등기부 및 조합등기부가

필요불가결하였다.92

구동독에서는 1952 년 법원조직체계가 새로 구성되었으며, 93 종래의

구법원으로부터 비송사건 재판관할권이 박탈되었다. 94 이에 따라 1990 년

91 민영화와 매각에 초점을 맞춘 신탁관리법의 목표설정은 예를 들면 자동차부문(Wartburg)의

폐업결정 등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총경제 발전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rat)는 "경제를 시장의 요구에 맞게 구조조정 하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기업 일부를 폐업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영화가 가장 가망성이 있는 회생방법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전문가위원회는

신탁관리공사가 필요한 유동성 공급의 제공을 통해서 그의 요구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압력수단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공사가 수천 개의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마련하거나, 또는 분권적으로 활동하는 자문집단이 만들어 낸 계획안을

세심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VR-Gutachten 1990/1991 Ziff. 514 참조; 독일 전문가위원회는 "총경제적

발전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줄인 말로서, 경제학적 정책자문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1963년 전문가위원회법(Gesetz über die Bildung ein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

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Vom 14. August 1963 in der im Bundesgesetz-

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00-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28 der Verordnung vom 31. Oktober 2006(BGBl. I S. 2407))에 따라서 설치되었으며,

독일의 총경제 발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모든 경제정책상의 책임있는 관청

및 공공의 판단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의 경제분석과 정책구상은 독일에서의

경제정책적 논의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92 Kelm, DB 1990, 973.
93 구법원(Amtsgericht), 지방법원(Landgericht),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그리고

최고법원(Oberstes Gericht)의 조직구성은 군법원(Kreisgericht), 지구법원(Bezirksgerich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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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30 일까지 등기부는 상업등기부 A 와 B, 조합등기부 그리고 1952 년

상업등기부 C 로 도입되었던 인민경제등기부의 세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었다.95 상업등기부 A 와 B 그리고 조합등기부는 군의회 및 군에 소속되지

않은 시의 의회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그에 반해서, 인민경제등기부는

처음에는 군의회에 의해서, 1968 년부터는 15 개의 지구계약법원에 의해서

관리되었다.96 그러나 1990 년 4 월 1 일 일련의 법령에 의해서97 모든 새로

성립된 회사 98를 위한 상업등기부 A 와 B 의 관할권, 합작기업 99을 위한

기업등기부의 관할권 그리고 생업- 및 경제조합을 위한 조합등기부의

관할권이 지구계약법원에 이전되었다. 100 이러한 지구계약법원은 1990 년

6 월 6 일자의 법원조직법 시행령(GBl DDR I S. 284)에 의하여 1990 년 7 월

1일부로 군법원의 지원으로 편입되었다.101

총괄법(Mantelgesetz) 102 제 16 조 내지 23 조에 따라서 구동독 지역에

효력이 발생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규를 위하여, 법적용령 제 1 조 및

총괄법 제 5 조에 따라서 일련의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이 구동독

지역에 적용되었다. 법적용령 제 1 조 제 2 호에 따라서 서독

최고법원의 조직구성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동독의 법원조직의 변화에 대하여는 Kelm,

DB 1990, 973 참조.

94 Übertragungsverordnung vom 15. Oktober 1952(GBl. I S. 1057).
95 그 법적 근거는 Verordnung über die Führung des Registers der volkseigenen Wirtschaft vom 10.

April 1990(GBl. I S. 115)(인민경제등기부령)였다.

96 Kelm, DB 1990, 973; Walter, DtZ 1990, 262, 264 참조.

97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Kelm, DB 1990, 973 Fn. 3) 참조.

98 기업법(Unternehmensgesetz) 제 4조 및 제 6조 에 따라서 성립된 회사를 말한다.

99 공동기업(Gemeinschaftsunternehmen)은 합작법(Joint-Venture-Verordnung)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100 Kelm, DB 1990, 973, 974; Walter, DtZ 1990, 262, 264, 265.
101 Walter, DtZ 1990, 262, 265.
102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GBl. I S. 357) geändert durch Gesetz vom 6. Juli

1990(GBl. I S. 713). 이 법은 또한 "연방법령시행법(Inkraftgesetz)" 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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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25 조 제 1 항의 "구법원"은 군법원의 단독판사로

대체되었다. 103 1990 년 7 월 27 일 이후에는 군법원의 단독판사가 등기부

관리업무를 관할하였다.

한편, 1990 년 10 월 3 일 이래 상업등기부와 조합등기부는 각 주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구법원의 소재지가 있는 지구를 관할하는

군법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104 그 동안 5 개의 새로운 연방주는 각각의

주법에 의하여 독일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과 검찰을 설립하였으며,

통일조약의 조건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105

2. 개별법에 의한 기업조직재편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제도적 기반위에 개별법에 따른

새로운 회사의 설립 또는 기존의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하여 개인기업,

상법상의 인적회사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가

성립하였다. 특기할 점은 구동독에는 국가조약 체제하에서 서독의 회사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도 1945 년 당시 적용되던 서독

상법,106 주식법,107 유한회사법108 및 조합법109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작법 내지는 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조직전환된 회사와 조직전환령에 따라서 인민기업체로부터

103 이 법에 의해서 인수된 법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총괄법(MantelG) 제 3 조 참조. 독일 구비송사건절차법(FGG)은 총괄법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았다.

104 통일조약 제 1부속의정서 Kap. III Sachgeb. A Abschn. III Nr. 13 c.

105 구동독 지역의 사법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Schönfelder II 245a - 245i 참조.

106 Handelsgesetzbuch vom 10. Mai 1897(RGBl. Nr. 23 S. 219).
107 Aktiengesetz vom 30. Januar 1937(RGBl. I Nr. 15 S. 107) Berichtigt durch RGBl. I Nr. 61 S. 588 und

RGBl. I Nr. 117 S. 1140.
108 GmbHG vom 20. April 1892( RGBl. I S. 75ff.) in der Fassung vom 20. Mai 1898( RGBl. I S. 846ff.).
109 Genossenschaftsgesetz vom 1. Mai 1889, Fassung vom 20. Mai 1898(RGBl. S.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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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는 이 구 회사법의 적용을

받았다.110

1) 합작법에 따른 공동기업의 설립

합작법 111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콤비나트구조를 해체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구동독에서의 시장경제적 기업구조를 발전시키려고 한 최초의

시도였다. 공동기업은 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영업을 그 활동영역으로 할 수 있었다(동법 제 1 조). 또한, 그

공동출자자에도 제한이 없어서, 양 쪽에 모두 자연인과 법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동법 제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112 다만, 외국인 지분의 한도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은 출자자본 및 기초자본의 최소한

20%에서 최대한 49%까지 허용되었다(동법 제 3 조 제 1 항). 그러나

인민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지분도

허용되었다(동조 제 2항).

기업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동법 제 5 조 제 1 항)나

합명회사나 합작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인적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었으며(동조 제 2항),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113의 형태도 배제되지

않았다. 회사의 설립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형태에

따라 구동독의 주식법, 유한회사법과 상법이 적용되었다(동조 제 3 항 첫째

단).114

11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16 Rz. 11 참조.

111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vom 25. Januar 1990(GBl. I Nr. 4 S. 16).
112 구동독 측에는 구동독의 콤비나트, 기업, 시설, 조합 및 수공업자, 영업자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이 참가할 수 있었고, 외국측에는 법인과 자연인 및 상법상의 인적회사가 참가할 수

있었다.

113 유한합자회사는 유한회사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형태의 합자회사이다.

114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도 구동독에서는 1945 년 당시 적용되던 독일 상법,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조합법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Horn, Das Zivil-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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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명의 업무집행자가 구동독에 주소를

가진 시민이어야 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민이 구동독의

지분에 상응하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제 3 자에 대한 지분의

양도는 모든 출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구동독의 출자자에게

선매권이 있었다(동법 제 6 조 제 1 항).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되었다(동조 제 2항).

이외에 허가와 등기(동법 제 8 조 내지 제 14 조), 가격결정(제 21 조),

회계(제 23 조), 조세및 공과금(제 28 조, 제 29 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합작법은 6 개의 시행령과 함께 동독법률개정폐지법 115에 의하여 1990 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 1일부터는 구동독

지역에서의 인적-, 물적회사의 설립에는 일반적으로 서독의 회사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회사에 구동독의 시민이나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강제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2) 기업법에 따른 사기업의 설립

(1) 사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일반적 규정

기업법(Unternehmensgesetz)116 및 그 제 1 시행령117은 특히 중산층의 공업,

건설, 상업, 운송, 서비스 및 관광 분야에서 중소기업체에 의한 사경제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였다(기업법 전문). 이 법은 사기업의 설립과 활동,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출자 및 국가기업에 대한 사기업의 출자에

적용되었으며(동법 제 1 조 제 1 항), 영리활동을 하는 등기조합에도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1 참조; 이 절 III.3.2)(3) (국가조약에 따른 기업관련

적용법의 변화)도 참조.

115 §12 Verordnung über die Änderung oder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vom 28. Juni 1990(GBl. I

Nr. 38 S. 509).
116 Gesetz vom 7. März 1990(GBl. I Nr. 17 S. 141) i. d. F. vom 28. Juni 1990(GBl. I Nr. 38 S. 483).
117 1. DVO vom 8. März 1990(GBl. I Nr. 17 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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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동조 제 2 항). 합작법의 규정은 기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적용되었다(동조 제 4항).

이 법에 따라서 사기업은 개인기업 및 인적회사 또는 물적회사 그리고

등기조합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었다(동법 제 2 항). 또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과 활동에는 구동독 상법과 그 기업형태에 따라

유한회사법, 주식법 및 조합법이 적용되었다(동법 제 3 조). 기업법에서는

새로 설립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사기업의 경제활동에서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동법 제 8 조 내지 제 13 조). 특히 기업은 자기 책임하에

회사계약, 정관, 규약 및 취득한 허가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여야

했다(동법 제 8 조 제 1 항). 기업 간 및 기업과 다른 경제주체 간의

법률관계에는 다른 법률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상법 및 경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었다(동법 제 9조 제 1항).

(2) 1972년 국유화된 기업의 조직전환

기업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72 년 인민재산으로 전환되었던

국가출자기업 및 사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이다. 118 이러한 기업은

이전의 사원이나 기업주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인적회사나

개인기업으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으며(동법 제 17 조 제 1 항 첫째 단),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도 허용되었다(동항 둘째 단). 이에 따라 원래의

소유자는 수용된 기업을 재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법은 토지의 반환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동항 셋째 단). 또한, 1972 년

인민기업으로 전환되었던 이전의 수공업생산조합도 마찬가지로 다시

생산조합이나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동법 제 18조).

118 구동독에서는 1972 년 약 11,800 여 개의 국가출자기업 및 사기업이 인민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이 중 75%의 기업이 생산분야에 속하는 중산층의 기업이었다. 이에 반하여,

1949 년부터 1972 년 사이에 압류에 의하여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기업과 출자지분의

통계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Deutscher Bundestag, Drs. 13/2280, S. 85,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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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수용되었던 사기업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조직전환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조직전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과 차이가 있다. 즉, 기업법에 따른 조직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자는 지역 관할행정지구위원회에 이를 신청을 하여야 하였다(동법

제 17 조 제 2 항 둘째 단). 또한, 조직전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인민기업 근로자의 이해대표자에 대한 청문이 요구되었다(동항 셋째 단).

주목할 점은, 조직전환 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

조직전환 신청권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동법 제 17 조

제 4 항). 이러한 조직전환은 인민기업과 인수인에 의한 조직전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되었다(동법 제 19조 제 5항).

3) 수공업조합과 그 조직전환

기업법은 수공업조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기업법 제 1 조

제 5 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공업구매- 및 공급조합, 수공업생산조합

및 사업공동체는 수공업생산조합령 119 에 따라서 조합법의 적용을

받았다(수공업생산조합령 제 3조).

이 령은 위에 언급된 조합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동령 제 2 조, 제 3 조), 그 조직전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동령 제 4 조 이하). 수공업공급조합, 수공업생산조합 또는 그

사업공동체는 3 분의 2 다수에 의해 소집된 조합원 총회의 공증된 조직전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 특히 합작회사, 합명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동령 제 4 조 제 1 항). 조직전환의

의사표시에는 독일 마르크화로 표시된 조합의 결산대차대조표와 새 회사의

119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Tätigkeit und Umwandlung vo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es

Handwerk vom 8. März 1990(GBl. I Nr. 18 S. 164),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2. März

1991(BGBl. I. S.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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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했으며(동조 제 4 항), 이렇게 조직전환된

회사에는 구동독 상법 외에 유한회사법 또는 주식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었다(동조 제 2 항). 이러한 조직전환은 조합등기부 또는 상업등기부에

회사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동령 제 6 조 제 1 항 첫째 단).

이로써, 새로운 회사는 수공업조합의 권리승계자가 되며, 이전의

수공업조합은 소멸한다(동항 둘째 단, 셋째 단). 수공업생산조합과

수공업구매- 및 공급조합은 그 조직전환이 완결되지 않으면 1992 년 12 월

31 일자로 해산되었으며(동령 제 9a 조 제 1 항 첫째 단), 1992 년 12 월

31 일까지 회사나 조합이 상업등기부나 조합등기부에 등록을 하면 이

기한은 준수되었다(동항 둘째 단).

이와 같이, 수공업생산조합령에 따른 수공업조합의 조직전환은 나중에

제정된 신탁관리법에서와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행되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이 령이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소재지의

법원이 발행한 조직전환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동항 마지막 단).

따라서 당시의 입법자는 수공업조합의 조직전환을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0

4) 조직전환령에 따른 국영기업의 임의적 조직전환

구동독 헌법에는 지하자원, 생산기업 및 은행 등은

인민재산이며(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산수단 및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1990 년 5 월 18 일의 국가조약의 발효와 함께 비로소 헌법상 보장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121 1990 년 1 월 12 일의 법을 통한 헌법의

120 조직전환의 개념 및 구분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그

변화) 참조.

121 위 1. (경제체제 전환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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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22 신탁관리공사의 설립결의 123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조직전환령 124의

제정에 의하여, 인민기업체가 사유기업 또는 조합기업 및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과 제휴하고 그들과 결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상이한 형태의 재산권 간에 평등하고,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125

이를 위하여 신탁관리공사는 기업, 시설, 콤비나트 및 경제지도기관과

그 밖의 인민기업등기부에 등기된 기업체의 기금소유권에 속한

인민소유재산의 전부에 대한 신탁관리를 인수하였다(신탁관리공사규약

제 2 조 제 1 항 첫째 단). 그러나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및

주거관리 또는 지방단치단체의 공급기업과 서비스기업 같이, 시와 읍·면에

소속된 기업과 시설의 권리보유권에 속하였던 인민재산은 제외되었으며,

국가기업으로서 조직되어야 할 영역의 인민재산과 농업생산조합이 사용하는

인민재산도 신탁관리령에 따라 신탁관리공사의 책임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신탁관리공사규약 제 2 조 제 1 항 둘째 단).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신탁관리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인민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동조 제 3항).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신탁관리의 대상인 인민기업체는 원칙적으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조직전환령 제 2조 제 1항 첫째 단).

그러나 예를 들어, 농업, 임업 및 식량산업의 분야에서는 조합, 인적회사

122 Gesetz vom 12. Januar 1990(GBl. DDR I 1990 S. 15). 이 법은 구체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단지 경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재가 인민재산에 속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구동독 헌법 제 12 조

제 1항 둘째 단).

123 Beschluß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 vom 1. März

1990(GBl. I. Nr. 14 S. 107).
124 Verordnung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en, Betrieben und Einrichtungen in Kapi-

talgesellschaften vom 1. März 1990(GBl. I Nr. 14 S. 107).
125 Tussing/Winkler, in: Hahn, S. 109; Tussing/Winkler 의 이러한 해석은 구동독의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 시점에는 아직 사회주의적 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이 병존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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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조직형태로도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동령 제 2 조 제 1 항 둘째

단). 신탁관리공사는 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물적회사의 인민지분과

주식의 권리보유자가 되었으며(동령 제 3 조 제 1 항, 신탁관리공사규약

제 2 조 제 2 항), 그가 지분을 가진 물적회사에 대한 사원권을

행사하였다(동규약 제 5 조 제 1 항). 그러나 신탁관리공사는 그 사원권과

권한의 행사를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위임을 하거나(동령 제 3 조 제 2 항,

동규약 제 6 조 제 1 항), 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적회사를 다른

물적회사의 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동규약 제 6조 제 2항). 특이한 점은,

신탁관리공사 이사회의 동의 하에 이러한 사원에 의한 회사지분 내지는

주식의 매각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동규약 제 6 조 제 3 항 둘째 단 a)).

여기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조직전환 전까지 기존의 인민기업의

권리보유권에 속하였던 토지는 새로 성립된 물적회사가 아니라

신탁관리공사가 그 권리보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동규약 제 5 조 제 2 항

첫째 단). 이에 따라 신탁관리공사는 이러한 토지에 대한 계약적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법의 위임에 따라서 사용권을 수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동규약 제 5조 제 2항 둘째 단).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은 임의적 성격을 가졌다. 즉,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전환을 하는 기업과 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의 지분인수자인 신탁관리청의 "조직전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였다(조직전환령 제 4 조 제 1 항 첫째 단).126 또한, 조직전환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적회사의 설립과 활동에는 각 회사의 형태에

126 이렇게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전환령은 인민재산의 민영화와 매각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경제적 과제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1990 년 5 월 31 일까지 500 여 개의 인민기업체가 조직전환되었으며, 동년 6 월

30 일까지 그 수는 1000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7000 개의

인민기업체가 조직전환되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되었다(Plenarprotokoll, 15. Sitzung, 10.

Volkskammer, 17. Juni 1990, S. 353). 이로 인하여 기업과 회생자금의 구조조정을

합목적적으로 계획하고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탁관리회사를

재조직하려는 목적에서 신탁관리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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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동독의 주식회사법이나 유한회사법이 적용되었다(동조 제 3 항).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는 해당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계약법원에 등기부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고(동령 제 6 조 제 1 항), 이 등기는 독일의 통일 이후에는

통상법원에서 관할하였다. 등기부등기와 함께 조직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회사는 조직전환된 인민기업체의 권리승계자가

되었으며, 기존의 인민기업체는 소멸되었다. 인민기업체의 소멸은 직권에

의해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었다(동령 제 7조).

III. 사회적 시장경제 단계의 경제체제 전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27 1990 년 초 모드로프 정부에서 시작된

구동독의 경제개혁은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구동독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재산과 사유재산이 병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도 또한 기대에 미치치 못하였다. 이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조직변경령에 의한 임의적 방식의 국영기업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128

이에 따라 사적 자치에 기초를 두고 사유재산제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헌법적 기초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의 전환,

즉 사회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체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동독

"헌법원칙법"의 제정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 의하여 마침내 독일의 체제통합 및 법의 동화로

귀결되었다. 특히 기업분야에서는 인민재산에 속하던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새로운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민재산에 속하던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법률규정에 의해 일시에

강제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신탁관리법이 제정되었다.

127 이 절 II.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단계의 경제체제 전환) 참조.

128 Plenarprotokoll, 15. Sitzung, 10. Volkskammer, 17. Juni 1990, S. 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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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기초의 변화

사회적 시장경제 단계의 경제체제 전환은 사유재산제와 기업활동의

자유에 기반을 둔 헌법을 전제로 한다. 구동독이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연방에 가입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기업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원칙법(Verfassungsgrundsätze-Gesetz) 129에 의하여 비로소 확립되었다. 130

특히 이 법에서는 토지 내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보장되었고(헌법원칙법 제 2 조), 아울러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인정되었다(동법 제 3 조).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사회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국가조약은 양 독일 국가의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제 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양 당사국의 공동적 시장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정하였다(제 1 조 제 3 항). 또한, 독일기본법 제 23 조에

의하여 구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일조약 제 3 조에 따라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구동독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내지 법적 기초는 이미 국가조약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놓여졌다. 따라서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이 새로운 연방지역에

확대적용 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조약에 의하여 이미 도달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헌법적 보장수준이 결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131

129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fasssungsgrundsätze) vom 17. Juni 1990(GBl. I S. 299).
13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21.
13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4 Rz. 29.



- 42 -

2. 헌법원칙법

헌법원칙법(Verfassungsgrundsätze-Gesetz) 132은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동독 헌법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 왔으며, 헌법상

국가조약을 승인하기 위한 길을 다졌다. 그 전문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강조되었고, 종결규정(제 10 조)에서는 이 헌법원칙법의 즉시적인

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의 발효 시" 그 효력의

중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잠정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은 그 내용이 몇몇 "원칙"에 한정되어 있다.133

즉, 헌법원칙법은 동독이 자유적, 민주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지향적인

연방법치국가라고 선언하였다(제 1 조 제 1 항). 또한, 이 새로운

헌법원칙법은 구헌법 및 그 밖의 모든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동조 제 2 항). 무엇보다도 헌법원칙법은 부동산 소유권 및

준소유권의 취득을 포함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였다(제 2 조). 아울러,

계약의 자유로서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가

인정됨으로써(제 3 조) 시장경제적 경제질서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그 밖에

헌법원칙법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재판권의

보장도 규정되었다(제 5조).

헌법원칙법은 두 가지 점에서 이후의 국가조약의 승인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첫째, 헌법원칙법은 기본법 제 106 조의 개정을 통하여

구헌법에서 요구되던 헌법개정의 법기술적 요건을 완하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정법률에 명백히

"헌법법(Verfassungsgesetz)”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고 , 개정된

기존의 법문을 이 법에서 다시 반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132 헌법원칙법은 구동독 헌법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1990 년 7 월 17 일의 법(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fasssungsgrundsätze) vom 17. Juni 1990(GBl. I S. 299))의 약칭으로서, 이 약칭은 법의 정식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13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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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문을 힘들게 수정할 필요 없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제 9 조). 둘째, 헌법원칙법은 독일연방에 대한 구동독

국가고권의 양도를 명백히 허용하였다(제 8조).

3. 국가조약

구동독은 여타의 동구권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양 독일의 체제통합을

통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국가조약(Staatsvertrag) 134은 양 독일의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조약 제 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양 당사국의 공동적 시장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였다(동조약 제 1 조 제 3 항). 아울러, 국가조약은 연합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기초의 형성과 법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 3 조와 4 조).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법적 기초는 이미 국가조약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1) 국가조약의 의의와 내용

국가조약은 양 독일 정부에 의해서 협상이 되었으며, 1990년 5월 18일

당시 서독의 수도인 Bonn 에서 체결되었다. 효력발생을 위한 국가내적인

조건이 충족된 후에 양 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이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은 발효되었다(국가조약 제 38 조). 구동독에서는, 국가조약은

"헌법원칙법”에 규정된 헌법개정법률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을 통하여 135

1990 년 6 월 21 일 구동독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에 의하여

134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vom 18. Mai 1990(GBl. I

S. 332, BGBl. II S. 537).
13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2. 헌법원칙법), 헌법원칙법에 따르면 헌법개정 다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헌법법”이라는 명칭을 소유하는 법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헌법원칙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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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은 구동독에서 헌법의 순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배치되는 구헌법의 조항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가조약 이후

구동독 주들의 연방가입(서독 기본법 제 23 조)까지의 시기에는 구동독의

형식적 헌법은 국가조약, 헌법원칙법 그리고 구동독 헌법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로써 헌법적 차원에서는 이미 통일 이전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인 기초가 완전히 형성되었다.136

조약문은 협의의 조약문과,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Gemeinsames

Protokoll über Leitsätze) 그리고 부속의정서 I - IX 및 첨부된 의정서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의정서와 부속의정서는 국가조약의 특별규정에 따라서

양 조약당사국을 구속하며, 조약상 의무의 한 부분이다(제 2 내지 제 4 조,

제 38조).

이 조약은 양 독일의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조약 제 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양 당사국의 공동적

시장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였다(동조약 제 1 조 제 3 항).

제 1 장은 조약의 대상과 일반적 기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동조약 제 1 조), 자유적, 민주적, 연방적, 법치국가적 및

사회적 기본질서의 신봉(동조약 제 2 조), 연합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기초의 조성(동조약 제 3 조와 4 조), 직무지원을 통한 조약당사자

관청의 협력(동조약 제 5 조) 및 구동독에서의 권리보호의 확충(동조약

제 6 조). 나아가 조약의 해석 및 적용, 분쟁해결 그리고 조약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동조약 제 7 내지 9조).

2) 국가조약에 의한 법의 동화

국가조약이 추구하는 양 독일의 연합(국가조약 제 1 조 제 1 항,

제 2 항)과 시장경제(동조 제 3 항)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 국가의 법의

동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은 연합에 필요한 법적 기초를 조성할

13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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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 3 조 제 4 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따른 구동독의 입법상황의 변화를 고찰한다.

(1) 조약의 기본적 효력

국가조약의 발효와 함께 양 당사국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효력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효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조약은 구동독의 국가고권을 독일연방에 부분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게 독일연방의 국가조직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조약은 구동독의 국가 내적인 법을 제정한다는 의미에서 직접적(별도의

추가적 조치 없이) 효력이 있는 법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조약은 양 조약당사국이 상이한 계약이행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의 동화를 위한 입법의무의 부과

국가조약은 통화연합의 창설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조약

제 1 부속의정서에 명시된 통화연합의 창설과 통화전환에 관한 규정들은

구동독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통화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서독의

통화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국가조약 제 3 조 제 1 항). 다만,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D-Markbilanzgesetz)의 제정의무(동조약 제 1

부속의정서 Art. 7 §3)는 독일통일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시간적 압박 속에

통일조약과 함께 비로소 이행되었다.137

법의 동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조약이 구동독의

광범위한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동조약 제 3 조 및 제 4 조).

이러한 입법의무의 목록은 제 2, 제 3 및 제 4 부속의정서에 열거되어 있다.

먼저, 국가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연합이 창설되기 전까지

제 2 부속의정서에 규정된 서독의 법령은 각각 부속의정서의 조건에 따른

137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2 Rz.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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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구동독 지역에 발효되었다(동조약 제 3 조 둘째 단). 또한, 구동독은

통화연합이 창설되기 전까지 제 3 부속의정서에 규정된 구동독의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였으며, 국가조약이나 부속의정서에 다른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제 4 부속의정서에 규정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동조약 제 4 조 제 1 항 둘째 단). 나아가 제 6 부속의정서에는

구동독이 의도하거나, 이후의 과정에서 추구해야할 법령들을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 4 조 제 2 항 둘째 단). 구동독은 가능한 한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였다.138 한편, 서독은 제 5 부속의정서에 따른 법령개정의

의도를 선언하였으며(동조약 제 4 조 제 2 항 첫째 단), 이 의무를

국가조약법에 의해서 이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동독의 입법의무의 범위가 서독의 입법의무의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였는데, 이는 정확하게 제시하거나 정치적으로

합리화하기 힘든 변종의 "타협법"을 마련하기 보다는, 구동독을 서독의

법에 접근시킨다는 국가조약의 기본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었다.139 특히

주목할 점은 구동독의 입법권이 광범위하게 서독에 양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2 부속의정서에 의하여 구동독에 시행되는 서독의 법규는

이후로 그때그때의 현행법에 따라, 즉, 서독 연방하원이 이후에 결의하는

법개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동조약 제 3 조 둘째 단 둘째 반 단).140 또한,

국가조약은 그 전문에서 서독 기본법의 중요한 헌법적 원칙을 구동독에서의

강행법으로 확정하였으며, 서독 기본법 제 23 조에 따른 구동독의 가입에

의한 국가적 통일에의 길을 확립하였다.

138 국가조약에 따른 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동독의 법률제정에 관하여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37 이하 참조.

13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2 Rz. 27.

140 이러한 동적인 적용방식에 관하여는 총괄법(Mantelgesetz) 제 1 조와 제 33 조에 규정되어

있다.



- 47 -

(3) 국가조약에 따른 기업관련 적용법의 변화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도 구동독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945 년 당시의

서독 상법,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조합법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141 이에 반해서, 민법은 구동독 민법시행법(EGZGB) 142

제 15 조 제 2 항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1990 년 10 월 3 일부터 비로소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태의 민법이 서독

민법시행법(EGBGB) 제 6 장에 포함된 경과규정의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었다.143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 7월 1일 국가조약 제 3조에 따라서 동 조약

제 2 부속의정서에 열거된 서독의 법규정이 구동독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서독의 법규정의 인수는 "총괄법"에 의해서

141 구동독의 대외무역회의소(Kammer für Außenhandel)에서 출간한 "구동독의 회사법"에는

상법(Handelsgesetz vom 10. Mai 1897, RGBl. Nr. 23 S. 219), 주식법(Gesetz über Aktiengesell-

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vom 30. Januar 1937, RGBl. I Nr. 15 S. 107),

유한회사법(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vom 20. April 1892,

RGBl. I S. 75ff.) 및 직업 및 사업조합법(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

schaften vom 1. Mai 1889 in der Fassung vom 20. Mai 1898, RGBl. S. 810), 소비자조합법(Gesetz

über Verbrauchergenossenschaften vom 21. Mai 1935, RGBl. I S. 681) 등을 수록하고 있다. Kam-

mer für Außenhandel(Herausgeber), Gesellschaftsrecht der DDR, Berlin 1990 참조; 합작법(Joint-

Venture-Verordnung) 내지는 기업법(Unternehmensgesetz)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와

조직전환령(UmwVO)에 따라서 인민기업체로부터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는 이 구회사법의 적용을 받았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1 참조.

142 Einführungsgesetz zum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Juni

1975(GBl. I S. 517) geändert durch Gesetz vom 22. Juli 1990(GBl. I S. 903) und Gesetz vom 13. Sep-

tember 1990(GBl. I S. 1483).
143 독일 민법시행법 제 6장 제 230조 제 2항(Art. 230 Abs. 2 des sechsten Teils des EGBG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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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었다.144 국가조약 제 2부속의정서 제 3절 및 총괄법 제 16조, 제 17조,

제 18 조, 제 19 조에 따라서 서독 상법 제 1 부 내지 제 4 부, 민법 제 705 조

내지 제 740 조, 유한회사법, 주식법, 증자법, 구(舊)조직전환법 및 조합법이

총괄법에 포함된 경과규정의 조건에 따라서 구동독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인수된 법규정의 적용을 위해서 총괄법 제 5 조에 근거하여 법적용령 145이

반포되었는데, 이 법적용령 제 2 조는 인수되지 않은 서독 연방법에 대한

참조지시를 그에 상응하는 동독법에 대한 참조지시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법령조정은 국가조약 제 4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 제 3 부속의정서에 열거된 동독의 법규의 폐지 및 개정(동조

제 1 항 둘째 단 첫째 반단)은 법령개정폐지법146에 의해서 이행되었다. 또한,

국가조약 제 4 부속의정서에 열거된 법규가 새로이 반포되었다(동조 제 1 항

둘째 단 둘째 반단).147

3) 국가조약하에서의 경제체제 전환

국가조약에는 경제체제 전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조약은 양 당사국에 광범위한 입법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동독은 그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는

신탁관리법은 이러한 입법조치의 하나로서 제정되었다.

144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GBl. I S. 357) geändert durch Gesetz vom 6. Juli

1990(GBl. I S. 713). 이 법은 또한 "연방법령시행법(Inkraftgesetz)" 이라고도 불린다.

145 Verordnung zur Anwendung von Rechtsvorschriften vom 11. Juli 1990(GBl. I S. 713).
146 Verordnung über die Änderung oder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vom 28. Juni 1990(GBl. I S.

509).
147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3 Rz. 37-42 m. w.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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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입법조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조약은 양 조약당사국에 광범위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90 년 6 월 17 일의 헌법원칙법의 제정 이후 구동독법에는

국가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의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체제전환법, 총괄법, 구동독법의 개정과 폐지, 새 경제법,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등 5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48

이 중 체제전환법(Transformationsgesetze)이란 인민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을 말한다. 149 국가조약에는 인민경제를 사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입법계획 자체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 명백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사적 소유권과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약 제 1조 제 3항

및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의 핵심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약

제 14 조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Gemeinsames Protokoll über Leitsätze)는 국가소유인 기업을 가능한

한 신속히 경쟁력 있게 구조화하고, 광범위하게 사소유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동의정서 A II 7).150 체제전환과 관련된 국가조약의

이러한 방향제시는 신탁관리법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151

(2) 신탁관리법의 의의

신탁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구동독 지역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구조 및

경제구조를 재편하는데 있어서 규범적인 핵심부분을 구성한다. 152 즉,

148 국가조약에 따른 입법상황에 관하여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37

이하 참조.

14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37.
150 이 공동의정서는 국가조약 제 4조 제 1항 첫째 단에 따라 그 법적구속력이 부여되었다.

15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3 Rz. 38.
152 Weimar, THG, Einführung, Rz.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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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유경제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153 신탁관리법은 그 효력범위에 있어서 그때까지

제정되었던 경제관련법을 훨씬 뛰어 넘는 법이었다. 154 즉, 인민기업체의

회사로의 조직전환은 이전의 기업법이나 조직전환령에서처럼 조직전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행되었다(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2항 첫째 단).

그러나 신탁관리법은 단지 경제체제의 형식적인 변경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조직전환령에서와는 달리,155 신탁관리법에서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존의 인민기업의 재산이 회사로 전환된 물적회사의 소유로

이전됨으로써(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 인민소유의 생산수단을

사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인민재산의

민영화 및 재민영화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인민재산 우위(Vorrang

des Volkseigentums)의 원칙이 배제되었다. 156 한편, 경제체제 전환에 있어서

구동독은 인민재산의 보호를 중시하였다. 157 이에 대한 구동독 인민내각의

요구조건은 국가조약의 규정(Kap. II Art. 10 Abs. 6)에 나타나 있으며,158 이는

"사후에 예금소유자에게 증권화된 인민재산의 지분권을 수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신탁관리법의 규정에도 반영되었다(신탁관리법

제 5조 제 2항).

153 Dornberger/Dornberger, DB 1990, 3042, 3044 ; V. Schlabrendorff/De Vasconcellos, DtZ 1990, 142,

146.
154 이전에 제정되었던 경제관련법에 관하여는 이 절 II.2. (개별법에 의한 기업조직재편) 참조.

155 조직전환령에 따른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에서는 새로 성립된 물적회사가 아니라,

신탁관리공사가 기존의 인민기업의 권리보유권에 속하였던 토지의 권리보유자가

되었다(신탁관리공사규약 제 5조 제 2항 첫째 단).

156 Weimar, THG, Einführung, Rz. 11.
157 이 절 I.3. (원탁회의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 및 II.1.3)(2) (신탁관리공사의 임무) 참조.

158 이 조항은 "인민재산과 그 생산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재산을 경제구조재편과

국가예산의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이후에, 구동독은 가능한 한 예금액의 2 대 1

전환 시(국가조약 제 10 조 제 5 항 셋째 연결부호) 줄어든 액수만큼 예금자에게

인민재산에 대한 지분증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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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조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법적

기초는 이미 국가조약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놓여졌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통일조약에

의해서 서독의 기본법이 구동독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양 독일의 법이 동화되었고, 구동독의

사회주의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가조약의 일부 규정은 통일조약에 의해 대체되거나 또는

대상이 없게 되었다(gegestandslos).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조약에 의한

의무는 통일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합의가 독일통일 과정에서 그

대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였다(통일조약 제 40 조 제 1 항).

특히 국가조약 체제하에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및 민영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신탁관리법은 통일조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1) 통일조약의 의의

구동독의 독일연방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면서(서독기본법 제 23 조), 159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구동독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통일조약

제 3 조).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60구동독 지역에서의 경제체제의

전환에 통일조약이 기여한 바는 국가조약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즉, 기본법이 새로운 연방지역에 확대적용 되었다고 해서,

국가조약을 통하여 이미 도달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헌법적 보장수준이

결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의 동화에 따라 더 넓은 범위에서

159 이 조항은 통일조약 제 4조에 따라서 폐지되었다.

160 1. (헌법적 기초의 변화의 개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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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거래가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영역에서 기존의 익숙한

법률체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효과가 수반되었다.161

2) 통일조약에 의한 법의 동화

구동독의 헌법원칙법 및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에서 시작된 양 독일의

법의 동화는 통일조약에 따른 양 독일의 국가적 통합에 의하여

마무리되었다. 다만, 법의 동화에 이르는 방식에는 국가조약과 통일조약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즉, 국가조약이 양 당사국에 일정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양 당사자국이 이러한 의무의 이행으로써 일정한 법을

제정·폐지·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통일조약은

기본법 및 동·서독의 법의 효력에 관하여 조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기본법의 효력과 개정

1990 년 10 월 3 일 구동독 5 개 주의 연방 가입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기본법이 이 새로운 주의 영역과 베를린 주의 일부인 동베를린에서

발효되었다(통일조약 제 3 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로, 통일조약 제 4 조는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기본법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과 동시에 기본법이 확장된 전체의

연방영역에서 개정되었다. 둘째로, 기본법은 통일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에만 효력이 발생하였다(통일조약 제 3조 마지막 반 단).

구동독의 연방가입을 조건으로 한 기본법의 개정의 하나의 예가 신설된

기본법 제 143 조의 경우이다. 이 조항은 구동독 지역에서 기본법의 확장에

있어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구동독의 영역에서는 그 특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본법적 질서에 대한 완전한 적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1992 년 12 월 31 일까지는 그러한 범위와 기간 안에서

16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4 Rz.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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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규정과 상이한 법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법이 기본법 제 19 조

제 2 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기본법

제 79 조 제 3 항에 열거된 원칙162들과도 일치되어야 한다(통일조약 제 4 조

제 5 호에 따라서 신설된 기본법 143 조 제 1 항). 그 외에 1995 년 12 월

31 일까지는 기본법의 II 절(연방과 주), III 절(연방법의 집행과 연방행정),

VIIIa 절(공동체과제), IX 절(법원), X 절(재정) 그리고 XI 절(경과규정 및

종결규정)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도 허용된다(기본법 제 143조 제 2항).

(2) 서독 연방법의 확장

통일조약 제 8 조와 제 9 조는 통일조약의 법정책적 핵심이다.

통일조약은 확장된 전체 연방영역에서 법의 동화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통일된 독일에서의 법의 동화라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달성되었다.163

1990 년 10 월 3 일 구동독의 연방 가입의 발효와 더불어 구동독 지역에

원칙적으로 서독 연방법이 발효되었다(통일조약 제 8 조). 그 효력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서독 연방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 대한

제한은 통일조약, 특히 제 1 부속의정서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제 1 부속의정서는 새로운 연방지역의 편입을 위하여 필요한 서독

연방법의 조정과 특별 경과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 부속의정서가

예외적으로 새 연방지역에서 효력이 없는 서독의 연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서, 제 2 부속의정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구동독법을

열거하고 있다(동조약 제 9조 제 2항).

162 기본법 제 79 조 제 3 항은 독일연방의 연방제적 구조와 기본법 제 1 조 및 제 20 조에

규정된 원칙에 어긋나는 한, 기본법의 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16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4 Rz.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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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적 연방법 또는 주법으로서의 구동독법

구동독법은 예외적으로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였다. 먼저, 통일조약 제 2 부속의정서에 열거된

구동독법은, 그것이 통일조약의 고려하에 기본법 및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법에 합치하는 한에만, 연방법으로서 계속 유효하다(통일조약

제 9 조 제 2 항). 조약비준 이후에 반포된 구동독의 법으로서, 조약당사국이

그 법의 계속적용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도 같다(동조 제 3 항). 다만,

이러한 법은 배타적 연방입법의 대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법이

경쟁적 연방입법 또는 총괄입법의 대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이

기타의 기본법 적용영역에서 연방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동조 제 4 항). 대다수의 경우에 법의 계속적용은 시간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입법자는 사후에 입법적

방법으로 이를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 규정할 수 있다.164

또한, 기본법의 권한체계에 의해 주법인 구동독법은 그것이 기본법,

구동독 지역에 발효된 서독 연방법 및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법에

합치하고, 통일조약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한다(제 9조 제 1항 첫째 단). 이는 그 법이 통일조약 제 2부속의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때에도 그렇다. 또한, 기본법의 권한체계에 따라

연방법이지만, 전 연방에 걸쳐 통일적으로 규율 되지 않는 대상에 관한

동독법도 역시 주법으로서 계속 존재한다(동항 둘째 단).165

16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4 Rz. 22.
165 이에는 연방의 경합적 입법의 대상이지만, 연방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분야의

구동독법이 해당된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4 Rz.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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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조약에 따른 기업관련 적용법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동독의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의해서 물적회사로 전환되었다. 166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입법 상황하에서 이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다만, 1990 년 10 월

2 일까지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경제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아직 극복되지 못하였으며,167 1990 년 7 월 1 일

이후의 변화된 헌법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주의적 법사상을 기초로 하는

모든 법규정이 무효로 선언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법의 적용 및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168

구동독의 연방가입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통일조약 제 8 조에 따라서 동

조약 제 3 조에 지칭된 영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이 – 다수의 특별법 및

경과법과 함께169 - 효력을 발생하였다. 따라서 1990 년 10 월 3 일부로 당시

적용되던 판의 독일연방공화국 회사법이 - 통일조약 및 동 조약 제 1

166 3. 3) (국가조약하에서의 경제체제 전환) 참조.

167 이에 따라 사인 간의 계약과 사인과 기업체 간의 계약관계는 구동독 민법(ZGB)이

적용되고, 사회주의적 기업체 간의 계약에 의한 협력관계는 계약법(Vertragsgesetz)이

적용되는 등 사적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적용법이 달랐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

recht, 2. Aufl., § 7 Rz. 1 참조; 이러한 계약법(Gesetz vom 25. März 1982 über das Vertragssystem

i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GBl. I Nr. 14 S. 293))은 경제계약법(Das Gesetz über Wirtschafts-

verträge vom 5. Februar 1976 (GBl. I Nr. 5 S. 61), geändert durch Gesetz vom 28. Juni 1990 (GBl. I

Nr. 38 S. 483))에 의해서 대체되었으며, 경제계약법은 1990 년 12 월 31 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16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 7 Rz. 11 m. w. N. 참조; 이 문제에 관하여는

또한 Horn, Die Durchführung der Privatisierungsverträge (I), DB 1995, 309과 Horn, Die Durchfüh-

rung der Privatisierungsverträge (II), DB 1995, 359도 참조.

16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 Rz. 1 m. w.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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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정서의 조건에 따라서 170 - 새로운 연방지역에 적용되었다.

신탁관리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관리법과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외에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 조 이하(자산조정과 자기자본보호), 동법

제 56a 조 이하(자본재확정 절차 등), 서독 주식법시행법 제 28a 조 171 및

투자우선법 제 25조172 등과 같은 일련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었다.173

3) 통일조약하에서의 경제체제 전환

통일조약에 따라서 서독의 기본법이 구동독 지역에서 효력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구동독 헌법하의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적인 사유재산권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이는

인민재산에 속하던 구동독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러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신탁관리법에서 그 회사전환 및 민영화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통일조약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길을 택하였다.

170 상법과 회사법에 대하여는 통일조약 제 1 부속의정서 Kapitel III Sachgebiet D; 민법에

대하여는 제 1부속의정서 Kapitel III Sachgebiet B 참조.

171 이 조항은 "지배기업(herrschende Unternehmen)에 관한 독일 주식법의 규정이

신탁관리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공사의

콘체른기업으로서의 성격, 특히 콘체른책임(독일 주식법 제 308 조 내지 제 318 조)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Weimar, Nachprivatisierungsprobleme,

Köln 1992, S. 96 이하 (이하 Weimar, Nachprivatisierungsprobleme); Kiethe, VIZ 2001, 347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다. AG Halle-Saalkreis

DTZ 1994, 119참조.

172 신탁관리공사가 직·간접적으로 그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물적회사(신탁관리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가치의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가 그 법정대리인이 된다(제 1 항 첫째

단). 또한,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기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관리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동항 둘째 단).

173 신탁관리기업분할법과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의 특별규정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회사실체의 형성 및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의 유연화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관련되는

곳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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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사유재산전환

구동독은 인민재산의 우위에 기반을 둔 거래적대적인 재산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의하여 법의 동화가 성취되면서

사유재산제에 기반을 둔 단일한 소유권개념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주의재산의 사유재산으로의 전환은 그 개념에 있어서나 실무에 있어서

엄격히 구분되는 세개의 측면을 갖는다.

①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

구동독의 헌법에 의하면 생산수단은 오로지 사회주의적 소유권, 즉

인민소유권(Volkseigentum), 조합소유권(Eigentum sozialistischer Genossenschaf-

ten) 또는 사회단체의 소유권(Eigentum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der Bür-

ger)에만 속한다(구동독 헌법 제 9 조 제 1 항 첫째 단; 동법 제 10 조 제 1 항;

민법 제 18 조 제 1 항).174 따라서 경제생활에서 사인에 의한 영리적, 기업적

사업활동은 거의 배제되었다. 구동독 민법은 이 위계적인 소유권질서를

수용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거래적대적인 특권화를 통해서 이를

발전시켰다. 175 즉, 구동독 민법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었으며(구동독 민법 제 20 조 제 1 항 첫째 단), 기업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은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었다(동조

174 인민소유권의 주체는 국가였다. 국가는 그 소유권을 각 경제단위(기업체)를 통하여

행사하였다. 이러한 기업체의 권한은 경제지도체계에서의 그 기업체의 지위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체는 그가 경영하는 재산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조합소유권은 사회주의재산체계상 낮은 단계의 소유권형태로서,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소유권이었다. 조합소유권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조합이었다. 사회단체 소유권의

주체로서는 대중조직와 정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출판소 및 사회시설과 문화시설을

유지하고 있었다. Brunner,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 2. Aufl., 100 참조 (이하 Brunner,

Das Recht der DDR).
175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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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첫째 단). 따라서 인민기업의 공장부지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오직 법을 통해서만 허용되었다(동조 제 3 항 셋째

단). 토지는 오직 그 일부만이 인민소유권에 속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의 95%가 사회주의적 소유에 속하였고, 농산업은

대부분 사회주의적 조합에 의해서 경영되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의 가장 큰 부분은 인민재산에

속하였다.176 개인소유는 오로지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되었다(구동독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주로

개인 노동에 기초한 수공업 및 기타의 영업" 중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었다(구동독 헌법 제 14조 제 2항).

이러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세가지 형태 중

인민소유권(Vokseigentum)의 권리주체는 개념상 확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구동독법학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사회의 대표자이므로, 이를

"특별한 종류의 국가재산"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177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표현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애매모호하다. 다만, 이러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능은 실제로는 구동독 인민기업,

콤비나트 및 기타의 사회주의적 경제조직에 의하여 행사되었다(구동독 민법

제 19 조). 즉, 인민소유권의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위탁된, 이전된

권한, 즉 유동자산의 "경영상 관리권(operative Verwaltung)" 178과 인민소유

17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5에 따르면 어림잡아 대략 구동독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인민재산에 속하였다고 한다. 다만, 통계에 따라 이 수치는 차이가

난다고 한다.

177 Göhring, ZGB, §18, Anm. 2; Pleyer, JR 1968, 361ff.; Jakobs, JZ 1967, 46ff.; Westen/Schleider, S. 30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주 6)에서 재인용).

178 이 개념은 구소련법에서 계수한 개념으로서, 배정받은 국가재산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제 3 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갖는 점유권한, 사용권한 및 처분권한의 보유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념은 후에

"기금보유권(Fondsinhaberschaft)"라는 법적형상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기금보유권은

인민재산의 특정부분(기금: Fonds)에 관한 계획권한, 사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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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권리보유권(Rechtsträgerschaft)"이었다. 이러한 권리보유권이라는

것은 서독의 언어용법과는 달리 단지 제한된, 신탁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능은 점유, 이용 그리고 권리를 다른 권리주체에게

양도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특정한 범위 안에서의 처분권을 포함한다. 179

그러나 이러한 처분행위는 전용되거나 개인에게 매각될 수 없다는 성질을

갖는 사회주의적 소유권 관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적 경제단위나 국가기관에 대한 양도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생산수단을 제외한 인민소유의 소비재는 개인에게 양도될

수 있었고, 인민소유의 토지는, 오직 그 조직법과 특별한 법적인 근거로부터

인정되는 때에만, 그 권리보유자(기업, 콤비나트, 정부기관 등)가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② 단일한 소유권개념의 성립

구동독에서는 경제 및 사회질서의 도구로서의 사유재산은 이념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질서에 관한 기본개념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라든가 입법이 점차로 위축되었었다. 180 그러나 통일조약과

민법시행법에 근거하여 민사법 영역에서 법의 동화가 다시

성취되었으며(통일조약 제 8 조, 민법시행법 Art. 230 이하), 이것이

위계질서적으로 분류되었던 사회주의적 소유권체계를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시행법이 별도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동독의 연방

가입일 당시에 구동독 지역에 존재하던 물건의 소유권에는 이 날로부터

서독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다(민법시행법 Art. 233 제 2조 제 1항).

편입권한(Eingliederungsbefugnisse) 및 처분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의무의 묶음이다.

기금은 다양한 사용목적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권한의 범위는 목적구속성에 따라서 서로

달랐다. 국영기업체의 기본적 기금으로는 토지기금(Grundfonds), 유동자산기금, 임금기금

및 재무기금 등이 있었다. Brunner, Das Recht der DDR, 100 참조.

179 Göhring, ZGB, §19, Anm. 1.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주 8)에서

재인용).

18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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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지역에서는 이미 1990 년 6 월 17 일의 헌법원칙법을 통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가 보장되었다. 1990 년 10 월 3 일부터는

서독 기본법 제 14 조가 거의 같은 내용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였다.

이와같이, 서독 민법의 사소유권 질서와 서독 기본법 제 14 조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에 의해서, 시장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기반이 새로운 연방지역에 확립되었다.181

③ 소유체제전환의 3가지 영역

사회주의로부터 넘어 온 소유관계의 법적인 재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부분영역을 포함한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맞물려 있지만,

입법정책에서나 실무적인 집행에 있어서나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182

먼저, 사회주의적 재산권 관계가 일반적 사법질서(Privatrecht)로

편입되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적 체제의 이질적이고, 불명확한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사법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시제법(intertemporales Kol-

lisionsrecht) 및 그와 결합된 실체적인 경과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은 주로

독일 민법시행법의 제 6 장(Art. 233)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건물소유권과 토지사용 그리고 토지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적 재산권을 해체하고, 이를 사유재산 및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183으로서 새로운 권리주체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1990 년 1 월

12 일의 헌법개정법 184 이후 모드로프 정부 하에서 제정되었던 구동독의

소유구조와 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 185은 통일조약에서 그

18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1.
18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9 이하 참조.

183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184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2.

Januar 1990(GBl. I 1990 S. 15).
185 Schogs, in: Hahn, S. 97; Weimar, THG, Einführung, Rz. 4; 이 절 II.1.1) (사유재산금지에 관한

헌법조항의 폐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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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유지된 때에는 민법시행법에 따라서 계속 적용되었다(민법시행법

Art. 233 제 2 조 제 2 항).186 여기에 통일조약 자체의 규정(통일조약 제 21 조

및 제 22 조)과 1990 년 10 월 3 일 이후의 입법이 추가 되었다. 187 이는

민영화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첫 번째의 단계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가 제거되고 사적 소유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통일조약은

독일의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행정재산(제 21 조) 및

일반재산(제 22 조)의 귀속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관리재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제 25조)을 두고 있다.188

마지막으로, 이전의 사회주의적 재산은 상환청구권이 있는 구소유자에

대한 반환을 통하여, 또는 사경제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을 통하여 사적

권리주체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미결재산문제처리법(Vermögensgesetz), 후자의 경우는 신탁관리법에 의해서

이행되었다.

(2) 신탁관리법의 효력 유지

구동독의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이행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은 국가조약 체결 이후 국가조약에 따른

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동독에서의 입법의 홍수의 와중에서

186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의 인민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누가 기존의 인민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는가는 인민재산의 청산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른다.

187 이러한 예로는 특히 재산귀속법을 도입한 1991 년의 민영화장애제거및투자촉진법과

민법시행법 Art. 233을 보완하는 1992년의 제 2 재산법개정법을 들 수 있다.

188 이에 따르면 특정한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서

주, 읍·면 또는 기타의 공공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으로 되었다(제 21 조 제 1 항). 또한, 행정재산이 아닌 구동독

지역 권리주체의 공공재산, 즉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또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과 셋째 단에 따라서 법에 의해 읍·면, 시 또는 군에 양도되지

않는 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제 22 조 제 1 항). 인민재산의 민영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은 일정한 조건하에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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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다. 통일조약 제 25 조는 신탁관리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은 이 조에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기 규정된 조건은 이전의 신탁관리법의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구동독의 법을 독일연방

법질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189

5. 법의 변화와 구동독법의 적용

독일의 통일은 구동독이 사회주의적 헌법과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즉, 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구동독 지역에서의 경제체제 재편의 목표가 되었다. 독일 통일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90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 191 에 의하면, 구동독의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구동독의 법률실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련 당사자는

구법의 부분적 계속적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당시에 적용되던 법률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 후에 효력을 유지하는 구동독법률은 구동독법원이 적용했었을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신탁관리법의 적용에 있어서 종종 인용되는 법 개념, 예를 들면

법인격, 법적 독립성, 권리보유권, 권리승계 또는 재산양도 등과 같은

법개념은 그 용어의 유사성 내지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서독법 상의 그에 상응하는 법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89 Weimar, THG, Einführung Rz. 12.
19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6 Rz. 42, 124 이하 참조: Horn 은 특유한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배제하에 일반적 해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구동독법원의 재판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법치주의적 원칙과의 조화가능성에 관하여는

또한 통일조약 제 18조, 19조 참조.

191 BGH, NJW 1993,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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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일조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유지되지 않아서 1990 년 10 월

3 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었던 일련의 구동독법이 1990 년 7 월

1 일부터 1990 년 10 월 2 일까지의 시기에 계속 적용되었다. 이 법률들은

신탁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전환된 인민기업체들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인으로 성립될 때까지 이들

인민기업체들에게 구동독법에 의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192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에게는

오로지 수동적인 역할만이 허용되어야 했다. 구동독의 경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주도적인

구조형성적인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개편후의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는 서독의 경제구조에 접근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3절 소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은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단순히 시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경제형성 과정에서 국가와 사인의 권한배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사회주의 기업과 사기업을 동등하게 병존시키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구동독에서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라는 2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었다. 특히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전자의 단계에서는 조직전환령에 따라서 후자의

단계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이행되었다. 구동독에서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체제 전환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는

조직전환령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결국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2 특히 동독 민법(ZGB), 콤비나트령(KombinatsVO), 경제관계법(GW: Gesetz über Wirtschaftsbe-

zie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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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제의 재편이 영업법, 정착법, 기업법 등 일련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행되었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개혁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개혁은 사유재산과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적 기초위에서 추진되었다.

국가조약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양 독일의 공동적 시장질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헌법체계하에서는 구동독의 "인민재산"이라는 법적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민재산에 속하는

구동독의 인민기업체가 그 법인격을 유지하여 존속하기 위해서는 즉시

서독의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에 상응하는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신탁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전의 조직전환령이 조직전환결의라는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한 임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신탁관리법은 그 목적에 걸맞게

"법정조직전환"이라는 특이한 조직전환 방식을 취하였다. 즉, 신탁관리법의

대상인 인민기업체는 직접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 이로써, 구동독의 인민기업체는 그 법인격을 상실함이 없이

새로운 헌법하에서 인정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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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독법상 공기업의 회사전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인민기업체의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신탁관리법의 경직된 규정방식과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규정의 흠결로 인하여 일련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기존 서독법상의

공기업의 조직민영화(형식적 민영화)와 비견될 수 있다. 특히 양자는

"조직전환"이라는 법적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탁관리법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에 기존 서독법상의

공기업의 조직민영화에 관한 법리를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존의 서독법상의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법리가 직접적으로

신탁관리법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의

발효와 동시에 구동독 지역에는 당시의 서독 상법 제 1 부 내지 제 4 부,

민법 제 705 조 내지 제 740 조, 유한회사법, 주식법, 증자법,

구(舊)조직전환법 및 조합법 등 일반적인 서독의 회사 관련법이 효력을

발생하였으며,193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에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법률관계와 기존의 서독법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 및

조직전환의 법률관계를 서로 비교·고찰함으로서 신탁관리법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서독법상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에 따르는 공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하여 고찰한다.

193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I. 3.2)(3) (국가조약에 따른 기업관련 적용법의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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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독법상 민영화제도

I. 민영화 개념

기존 서독법의 민영화는 다양한 성질의 법률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이 이러한 서독의 민영화법의

체계에서 어떠한 법률관계와 비교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1. 서독법상 민영화의 개념

서독법상 민영화의 개념은 복잡다양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194 이에 따라 서독법상 민영화의 형태는 조직민영화(또는 형식적

민영화), 업무양도(또는 실질적 민영화),195 자산민영화,196 기능적 민영화197 및

194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2. Aufl.,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2011, S. 183 (이하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S. 20 참조.

195 업무양도(Aufgabenübertragung) 또는 실질적 민영화(materielle Privatisierung)에 있어서는

업무주체가 공공업무를 제 3 의 사인에게 양도하고, 제 3 의 사인은 공공업무주체 대신에

자기 책임하에 그 공공업무를 떠맡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자인 사인에게 공권력적

기능이 양도되기도 한다. 물론 민간부문에 대한 진정한 업무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3 참조.

196 자산민영화(Vermögensprivatisierung)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인에게 양도된다. 특히 사인에 대한 공기업 내지는 공기업 지분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연방은 과거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Beteiligungsbericht 2008 참조.

197 기능적 민영화(funtionelle Privatisierung), 아웃소싱(outsourcing) 또는 외부계약(contracting

out)에 있어서는 업무관할권과 업무책임은 공공업무주체에 계속 남는다. 사인인 제 3 자는

단지 공공업무주체의 이행보조자로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계약에 기초해서

업무이행에 편입된다. 예를 들어, 개인 폐기물처리기업에 가정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22 Abs.1 KrWG-폐기물재활용법). Fabry, in: Fabry/Augsten, Un-

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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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민영화 198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민영화형태는 서로 중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폐기물처리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폐기물처리

업무를 맡도록 위임하면 조직민영화가 기능적 민영화와 결합된다.

폐기물처리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이는 자산민영화가 된다.199

이 중에서 공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되는 것이

조직민영화(Organisationsprivatisierung) 또는 형식적 민영화(formelle Privatisie-

rung)이다. 물론, 조직민영화라는 것은 단지 "조직형태를 사법적 형태로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민영화는 민영화의 목적대상이

국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인이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즉,

여기서는 국가의 조직행위(사법상의 법인의 설립)가 민영화절차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그 전제로 된다.200 공공업무주체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국·공영회사를 설립한다. 기존에 시의 직영기업(Eigenbetrieb)으로

운영되던 공익기업체(Stadtwerke)를 공익기업유한회사(Stadtwerke-GmbH)로

조직전환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201

198 자금조달민영화(Finanzierungsprivatisierung)는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태로운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 영역에서의 공공투자 분야에서 점점 큰

역할을 한다. 폐열발전소 또는 전철의 leasing 자금조달 및 통행세 모델을 통한 도로와

교량의 자금조달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4 참조.

199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4.
200 Kämmerer, Privatisierung : Typologie - Determinanten - Rechtspraxis – Folgen, Mohr Siebeck, 2001,

S. 41 (이하 Kämmerer, Privatisierung).

201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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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민영화와 신탁관리법의 법정조직전환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동독의 소유체제전환은 사회주의적

재산권관계의 일반적 사법질서에의 편입, 사유재산,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귀속 그리고 민영화 또는 재민영화(원상회복)라는 세

영역에서 수행되었다.202

구동독의 인민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민영화되었다(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첫째 단). 구동독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민영화라 함은 협의에 있어서는 이전의 사회주의재산을 개인 및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또는 그 밖의 사법상의 법인 등의 민간의 소유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서독법의 민영화 개념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광의에 있어서는 민영화는 사회주의재산을 전환하여 사법의

일반적 규율에 복속시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3 구동독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민영화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는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하고,204 그 지분을 사인에 매각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는 일견 위에서 살펴 본 서독법상의

조직민영화에 비견될 수 있다. 특히 양 제도는 기업의 조직전환을 공통적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202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I.4.3) (1)③ (소유체제전환의 3가지 영역) 참조.

20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2 Rz. 3 참조.

204 인민재산에 속하던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서독법상의 사법상의 기업형태로 전환하거나 또는 공법상의 기업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신탁관리법은 이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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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기업체의 민영화와 기존의 서독법상의 민영화 개념 간의 차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서독법상의 민영화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대상인 공기업을 통한 공공업무주체의 업무수행(공공성)과의

일정한 연관하에서 수행된다. 205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인민재산의

민영화에서는 이러한 업무관련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사회주의재산을

사법상의 일반적 규율에 복속시킨다는 의미가 전면에 나선다. 즉,

신탁관리법의 대상인 인민기업은 영리회계의 원칙에 따라,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던 기업이었다. 206 이러한 기업이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권 체제상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공기업과 같은 기능(공공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상의 회사와 같은

기능(기업성)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인민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업무관련성이라는 의미는 미미하다. 이를테면,

구동독 콤비나트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결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활동을 전개한다(구동독

콤비나트령 제 1 조 제 2 항).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이러한 콤비나트가

서독에서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콤비나트가 서독에서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7 인민소유권의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위탁된, 이전된 권한, 즉 유동재산의 "경영상 관리권"과

205 독일 연방예산회계법 제 63 조는 연방의 지분출자는 연방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65 조는 연방은 오직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의 준수하에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사법적으로 조직된 기업에 지분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6 Weimar, THG, §1 Rz. 105;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Neye, EWiR 1992, 387, 388

참조.

207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I. 4.3)(1)①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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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소유 토지의 "권리보유권"이었다.208 권리보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점유,

이용 그리고 권리를 다른 권리주체에게 양도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특정한

범위 안에서의 처분권을 포함한다. 209그러나 이러한 권리보유권이라는 것은

서방의 언어용법 210 과는 달리 단지 제한된, 신탁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의미할 뿐이다.211 따라서 신탁관리법에서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과 같은

별도의 재산이전규정을 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민소유권으로부터 새로 성립된 회사로의 이러한

재산이전이 사법상의 소유권양도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서독 조직전환법상의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와 기존 서독법상의 민영화 개념

간에는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서독법상의 조직민영화

제도에서 형성되어 온 법리를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변경에 원용함에

있어서, 특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라든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II. 서독법상의 공기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민영화에서는

국가의 조직행위(사법상의 법인의 설립)가 민영화절차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208 Göhring, ZGB, §19, Anm. 1.1 및 §31 Abs. 1 KombinatsVO 참조(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

recht, 2. Aufl., §11 주 7)에서 재인용).

209 Göhring, ZGB, §18, Anm. 1.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주 8)에서

재인용).

210 서독법에서는 Rechtsträger 는 권리주체를 의미한다.

구동독의 Rechtsträgerschaft(권리보유권)은 그 용어는 동일하지만 서독에서의 Rechtsträger-

schaft(권리소유권)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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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또는 그 전제로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직민영화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공기업이 고려될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의 유연화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업의 임의적 조직전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212 이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취하는 공기업의 형태 및

요건에 관하여도 고찰한다.

1. 공기업의 개념 및 조직형태

서독법상의 조직민영화는 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서독법상

일반적인 기업의 개념, 특히 공기업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213 다만, 서독 공정거래법 제 130 조 제 1 항은 공공분야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권력기관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공권력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또는 경영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때, 소유는 투자지분, 관리와 경영은 기업의 감독 내지는

기업활동의 귀책성을 기준으로 한다. 214 또한, 유럽공동체 투명성지침 215

212 이 논문 제 4 장 제 4 절 IV. (경직성의 유연화에 따른 대상기업의 확장), 제 6 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 및 제 6 절 III.2.2)(4)②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과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실행된 조직전환) 참조.

213 기업의 개념은 각각의 해당 법분야에 따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한다(기능적 기업개념).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논의되는 기업개념은 이 장 제 2 절에서

고찰하는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의 의미에서의 기업개념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직영사업(Regiebetrieb)은 지방자치단체법상 기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공기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업으로 볼 수 있다. H. Schmidt, in: Lutter, UmwG, §168 Rz.

10 및 12 참조.

214 Weisser, in: FK, §130 Rz. 29 이하(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5에서 재인용).

215 Richtlinie 2000/52/EWG der Kommission vom 26. 7. 2000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80/723/EWG

über die Transparenz der finanziellen Beziehung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und den öffentlichen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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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제 1 항 b)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권력기관이 소유권, 재정적 투자,

정관 또는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그 밖의 규정을 기초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개념은 구체적인 조직형태와는 상관이 없다. 즉, 공기업은

공법적으로도 또는 사법적으로도 조직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공기업의 개념에는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사실상의 조직적 독립성 및 독자적인 공공목적의 추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업목적에 따라 영리공기업과 비영리공기업 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공기업과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216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형태는 다양하다. 공기업의 조직형태는

행정주체에 대한 기업의 독립성의 정도와 기업이 우선적으로 공법에

편입되는가 아니면 사법에 편입되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17 기업의

독립성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은 직접적 의미에서의 행정에

편입되는 조직형태와 간접적 행정에 속하는 조직형태로 구분된다. 간접적

행정의 경우에는 직접적 의미에서의 행정에서와는 달리, 공기업이 최소한

조직적으로나마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218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적 행정에 속하는 조직형태로는 관청, 직영사업(Regiebetrieb)과

권리능력 없는 공법상의 영조물이 있고, 219 간접적 행정에 속하는

조직형태로는 직영기업(Eigenbetrieb), 권리능력 있는 공법상의 영조물,

권리능력 있는 재단, 권리능력 있는 사단 및 국·공영회사(Eigengesellschaft)

또는 출자회사(Beteiligungsgesellschaft) 등이 있다. 간접적 행정에 속하는

조직형태는 직영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있다.

216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6.
217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7.
218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8.
219 이러한 조직형태는 부분적으로 기업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로써 이들의 기업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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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인이 공법에 편입되느냐 또는 사법에 편입되는냐에 따라 공법상의

법인 또는 사법상의 법인으로 구분된다.220

2. 공법상의 기업형태

공법상의 기업형태에서는 기업이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설립근거법, 자본, 기관구성, 직원의 신분, 예산 및 회계 등 그 기업의

법률관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의

전환에서도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1) 법인격이 없는 기업형태

(1) 직영사업

직영사업(Regiebetrieb)은 독립된 법적 형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예산- 및 회계상 완전히 자치단체에

편입된다. 221 따라서 직영사업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직영기업과는 달리

자기 고유의 기관도 없고, 관할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정대리인이 된다.

직영사업은 전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업으로서, 지방행정의

자가수요를 충족한다. 222 따라서 직영사업은 주로 소규모의 기업을 위한

기업형태이다. 223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이러한 직영사업이 상당한 규모에

220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8.
221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8.
222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39.
223 독일에 있는 155 개의 극장 중 45%가 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병원도 직영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44%의 병원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오직 7%만이 직영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박물관, 시립도서관 또는 유치원, 나아가 묘지,

시립건축작업장, 수영장 또는 차량관리시설 등도 직영사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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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관할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이를

사법상의 법적 형태로 재편할 수 있다(현행 조직재편법제 168 조).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는 이러한 기업은 양도적 조직전환에 의하여

주식회사(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또는 유한회사(동법 제 58 조)로 전환될

수 있었다.

(2) 직영기업

직영기업(Eigenbetrieb)은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법 및 직영기업법에 따라

가장 고전적인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리기업의 조직형태이다. 그러나 직영기업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는

직영기업법이나 직영기업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GemO NRW

제 114 조는 단편적으로 직영기업은 "법인격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영리기업"이라고 법적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둔 공법상의 특별한 기업형태로서, 자기 고유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224 직영기업의 법적근거는 관할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기업정관이다.225

Schmitt-Rettig/Eichhorn, Krankenhausmanagementlehre, 2007, S. 189; Brede, Grundzüge der öffent-

lichen Betriebswirtschaftslehre, 2005, S. 79 참조.

224이를테면, Mecklenburg-Vorpommern 주의 직영기업령에 따르면,224 직영기업은 조직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독립성이 없으므로, 직영기업의 설립과 해산뿐만 아니라, 전략 및 인사에

관한 중요한 경영문제에 관하여는 기초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리며(Mecklenburg-

Vorpommern주 직영기업령 제 5조), 직영기업은 스스로 채무를 지거나 권리를 취득하지도

못한다. 기업의 관리자가 선임된 경우가 아니면, 관할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직영기업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동령 제 2 조). 다만, 기업관리자는 외부대표권한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동령 제 4조 제 1항).

225 예를 들면, Bayern 주 지방자치단체법 제 95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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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영기업으로는 상하수도-, 전기- 및 폐기물처리사업체 등을

들 수 있다. 226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이러한 직영기업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면, 관할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이를

사법상의 법적 형태로 재편할 수 있다(현행 조직재편법제 168 조).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는 이러한 기업은 양도적 조직전환에 의하여

주식회사(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또는 유한회사(동법 제 58 조)로 전환될

수 있었다.

2) 법인격이 있는 기업형태

(1) 공법상의 영조물

서독법상 공법상의 영조물(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은 공공행정의

주체에 속하는 물적 및 인적설비의 총합체로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정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영조물은 법에

의하여 또는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변경되고, 해산되며, 대부분 법인격을

갖는다. 227 통상적 견해에 따르면, 공법상의 영조물에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용자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228

서독법에서는 그 주체에 따라 영조물을 연방관할영조물, 주관할영조물

및 지방영조물로 구분하는데, 최근에는 몇몇 주가 공법상의 지방영조물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직영기업, 직영사업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적회사를 공법상의 지방영조물로 조직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226 그러나 전체 병원의 17,9%가 직영기업이고, 운수기업 또는 극장도 직영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 Cranshaw, Insolvenz- und finanzrechtliche Perspektiven der Insolvenz von juristischen Per-

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2007, S. 131; Schmitt-Rettig/Eichhorn, Krankenhausmanagementlehre,

S. 189 참조.

227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1 참조.

228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s III, 5. Aufl., 2004,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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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였다. 229 이러한 영조물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지방영조물기업(Kommunalunternehemen)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지방영조물은 직영기업 및 직영사업과는 달리

권리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영기업과

비교할 때 이러한 조직형태의 장점은 그 기업의 독자성에 있다. 이러한

공법상의 지방영조물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업무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여 영조물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영조물부담), 보증인적 지위에서

영조물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보증인책임).230

현행법상 공법상의 영조물은 형태변경을 통해서 물적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현행 조직재편법 제 301 조 제 1 항).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이러한

영조물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 의하여 주식회사(주식법 제 385a 조 내지

제 385c조) 또는 유한회사(구(舊)조직전환법 제 59조)로 전환될 수 있었다.

229 Bayerische Gemeindeordnung 제 89 조, 2006 년 7 월 14 일의 Berliner Betriebe-Gesetz 제 1 조,

Kommunal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제 94조, Hessische Gemeindeordnung 제 126조,

Kommunalverfassung für das Mecklenburg-Vorpommern 제 70조, NKomVG 제 141조, Gemein-

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제 114 조, Gemeindeordnung Rheinland-Pfalz

제 86조, Gesetz über die kommunalen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vom 3. April 2001, Gemein-

deordnung für Schleswig.Holstein 제 106a 조 참조; 이러한 공법상의 영조물 형태의

지방기업(Kommunales Unternehmen)을 Kommunalunternehmen 이라고 명명하여, 다른 형태의

지방기업과 구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상 경제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영조물이라는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Kommunalunternehmen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Kommunales Unternehmen)과의 개념구별을 위해서 "지방영조물기업"이라고

번역한다.

230보증인책임을 둘러싼 경쟁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독일정부와 유럽연합위원회 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및 주립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조물주체의 영조물부담 및

보증인책임은 그 타협으로서 2001 년 7 월 17 일 폐지되었다. 다만, 2005 년 7 월 18 일

내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과기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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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의 재단

공법상의 재단(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은 공법상의 단체 및

영조물과 함께 공법상의 법인의 한 형태이다. 재단이란 특정한 목적의

지속적 이행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재단은

구성원이 없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단체와 구분되지만, 영조물과의 구분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공법상의 재단은 공법상의

영조물의 부분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법상의 재단은 영리기업의 조직형태로서는 도외시된다. 실무에서는

종종 그 위임의 법적근거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단체법은 일반적으로 재단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을 때에만 자치단체 재산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231

이러한 공법상의 재단에는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법의 규준이

적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주의 해당 재단법 및 민법의 재단에 관한

규정(서독 민법 제 80조 이하)이 적용된다.232

서독 조직전환법은 이러한 공법상의 재단의 물적분할이나 조직전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공법상의 단체

서독법상 공법상의 단체(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는 공법상의

법인의 하나로서,233 자기 사무를 스스로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행정의

부담을 경감한다.234 이러한 공법상의 단체는 국가의 공권력행위, 즉 법 또는

최소한 법적 위임에 근거하여 설립된, 구성원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231 이를테면, §100 GemO BW 참조.

232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3.
233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3, Rz. 37.
234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3, Rz.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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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단체는 그 구성원의 종류에 따라 지역단체, 235 물적단체, 236

인적단체237 및 단체연합238로 구분된다.

현행 조직재편법상 이러한 공법상의 단체는 공법상의 영조물과

마찬가지로 형태변경을 통해서 물적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현행 조직재편법

제 301 조 제 1 항).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이러한 공법상의 단체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 의하여 주식회사(주식법 제 385a 조 내지 제 385c 조)

또는 유한회사(구(舊)조직전환법 제 59조)로 전환될 수 있었다..

3. 사법상의 기업형태

서독법상의 공기업의 개념 239 에는 공법상의 법인형태(공법상의 단체,

영조물)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조직된 법적 형태의 기업도 포함된다. 240

서독법상 사법상의 물적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국·공영회사(Eigengesellschaft)라고 한다. 241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형태의

기업에 대한 공권력기관의 지분참가는 책임제한이 가능한 법적 형태의

23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지역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36 수렵조합(Jagdgenossenschaft), 수리조합(Deichverband) 등이 이에 속한다.

237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등 직능계급단체, 일반 지역의료보험(Allgemeine

Ortskrankenkasse) 등 사회보험주체가 이에 속한다.

238 연방변호사회, 지역연합 등의 목적단체(Zweckverband)가 이에 속한다.

239 서독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럽공동체의

투명성지침(Art. 2 Abs. 1 b) TransparenzRL)과 일부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법(§107 Abs. 1 Satz 3

GemO NRW) 등에 공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는 "지배적 영향력"을 그

기준으로 하고, 후자는 "사인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급부를 통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운영"으로 보고 있다.

240 이 부분은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의 유연화에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업의 임의적 조직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찰한다. 이 절

II. (서독법상의 공기업)의 도입부 및 II.1. (공기업의 개념 및 조직형태) 참조.

241 Fabry 는 국·공영회사(Eigengesellschaft)와 국·공영출자회사(Beteiligungsgesellschaft)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다.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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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하여만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242 또한, 사법적 기업형태를

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법상의 행동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특히 여기서 검토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및 사법적 기업형태의 공기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요건은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회사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의

임의적 회사전환 방안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43

1) 조직형태선택자유의 원칙

공공기관은 그들의 기업활동을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는 서독 기본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보장의 발현이다.244 이를 소위 "조직형태선택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법과 예산회계법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방 및 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법적

형태로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일정한 규준을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그 기업을 사법적 기초 위에서 경영하면, 그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법의 법적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적 경우에

특히 회사법과 지방자치단체법 간의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도 있다.245

사법상의 조직형태는 광의에 있어서의 회사, 즉, 계약적 기초 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결합을 말한다. 서독법상 회사는 인적회사와

단체로 구분된다. 인적회사에는 그 기본형태인 민법상의 조합(민법

제 705 조 이하)와 상법상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상법 제 105 조 이하),

242 § 108 Abs. 1 Nr. 3 GemO NRW 참조.

243 이 논문 제 5장 제 4절 I.3. (회사전환대상과 회사전환자격) 참조.

244 Cronauge/Westermann, Kommunale Untenehmen, Rz. 19ff.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3에서 재인용).

245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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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상법 제 161 조 이하)가 속한다. 단체에는 그 기본형태인 사단(민법

제 21 조 이하)와 등기조합(조합법), 유한회사(유한회사법), 주식회사(주식법)

등이 속한다.

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법적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규준을

통하여 특히 사법적 조직형태의 선택에 수반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속하는 공법상의 행동원칙의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246

사법적 형태에 의한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한 각 주의 법적인 규준은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 주에 독특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먼저,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구분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247 그 외에도, 어떤 주는 특히 유한회사에 대하여

법적 형태에 따른 추가적 규준을 정하고 있다.248 나아가 다수의 주에서는

특히 폐기물처리기업, 하수처리장, 지방자치단체 병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형태에 의한 활동에 관하여 특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사법적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모든 조치를

그 실행 이전에 관할 합법성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49

246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Nomos 2003, Rz. 720 이하; Schoch, Der Beitrag des kommunalen

Wirtschaftsrechts zur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Aufgaben, DÖV 1993, 380(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5에서 재인용).

247 Hessen 주의 지방자치단체법(§122 Abs. 1 u 2 HessGemO)은 이를 구별하는데 반해서,

Nordrhein-Westfalen주(§108 GemO NW), Bayern주(Art. 92 BayGemO), Baden-Würtemberg(§103

GemO BW), Rheinland-Pfalz주(§87 GemO RP)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48 §103a GemO BW, Art. 92 Abs. 1 S. 2 BayGemO, §108 Abs. 4 Nr. 1 GemO NW, §87 Abs. 3 Nr. 1

GemO RP.
249 §108 GemO B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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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적 규준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법적 형태에 의한 활동의 구체적 규준은

각각의 개별적 사례에서 각각의 주법의 특이성과 각각의 기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준을 포함하고 있다:250

- 회사계약 또는 정관의 구성을 통해서 기업의 공공목적이

충족되도록 담보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감사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감독기관에서 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그 급부능력에 적당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기업의 결산과 영업보고는 대규모 물적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 3편의 규정에 준해서 작성되고, 검사되어야 한다.

(2) 직영기업 우선에 관한 규준

"직영기업 우선"의 규준이란, 직영기업 또는 다른 형태의 공법상의

조직형태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기업의 공공목적을 실현할 수 없거나,

전혀 실현할 수 없을 때에만, 사법상의 기업형태가 허용된다는 규준을

말한다. 최근에는 몇몇 연방주에서 이 규준을 포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의 법적 형태의 선택이 자유화되었다.251

250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6.
251 Bayern, Schleswig-Holstein, Saarland, Reheinland-Pfalz, Baden-Würtemberg 주 등이 이를

포기하였다. 이에 반해서, Mecklenburg-Vorpommern(§69 Abs. 1 Nr. 1 KV MP), Sachsen-

Anhalt(§117 Abs. 1 GemO SA), Schleswig-Holstein(§102 Abs. 1 Nr. 1 GemO SH)와 Thüringen(§73

Abs. 1 NR. 2 ThürKO)은 아직 공법적 조직형태의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 Fabry, in: Fab-

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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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지배의 경우의 규준

서독연방 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지분의 과반수

또는 최소한 25%를 보유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합쳐서 50% 이상의

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때에는, 항상 추가적인 규준을 정하고

있다.252 즉, 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 직영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에 따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에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지난 5 년간의 재정계획을 기초로 경제운용을

하여야 하며,

- 예산회계원칙법 제 53조 제 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253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초지방적

감독관청에 예산회계원칙법 제 54 조에 규정된 권한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254

몇몇 지방자치단체법은 더 광범위한 규준을 정하거나, 또는 이 규준을

사법적 기업의 회사계약이나 정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준도 정하고 있다.255

252 §53 Abs. 1 HGrG(Haushaltsgrundsätzegesetz vom 19. August 1969 (BGBl. I S. 1273), das zuletz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27. Mai 2010 (BGBl. I S. 671) geändert worden ist;

예산회계원칙법) 참조.

253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업으로 하여금 결산시 경영상의 규칙준수를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54 이 규정에 따라 사법상 형태의 기업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의 검사를 위하여

회계검사기관에 대한 통지의무와 회사검사기관의 서류열람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255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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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과 주의 기업형태

1) 연방과 주의 기업활동

연방과 주의 예산회계법은 연방기업/주기업과 특별재산에 관하여 각각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해당 예산회계법에는 국가기업

내지는 주기업은 원칙적으로 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연방기업/주기업 설립의

허용성은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다.256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연방과 주의 경우에도 어떤 조직형태에

의해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연방예산회계법 제 26 조 제 2 항과 그에 상응하는 주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른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의 특별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직영기업에 해당한다.257

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연방공기업 및 주공기업의 요건

연방과 주의 예산회계법은 연방과 주가 사법상의 기업을 경영할 때

따라야 할 규준을 두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기업을 경영할

때 따라야 할 규준을 지방자치단체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연방예산회계법 제 65 조에 따르면, 연방은 원칙적으로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만 사법상의 법적 형태의 기업의 설립 또는 사법상의 법적

형태의 기존의 기업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58

256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60.
257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60.
258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60; 독일 연방정부는 2009년

7 월 1 일 "연방 영역에서 올바른 기업-과 투자경영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연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올바른 경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집이 포함되어

있다(Public Corporate Governance Kodex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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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연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 연방의 납입의무가 특정한 금액에 한정된다

- 연방이 특히 감사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기관에서 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 더 광범위한 법률규정이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규모 물적회사에 관한 상법의 제 3 편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산과 영업보고서가 작성되고, 검사되는 것이 보장된다.

주예산회계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Bayern 주의 예산회계법에는

"적당한 경우에는 국영기업을 사법적 법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 26 조 제 1a 항),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법적

조직형태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59

III.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민영화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 방식은 민영화의 대상인 공법상의 법적주체가

어떠한 법적 형태를 가졌는가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특히

영업자산이 사법상의 법적주체로 이전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60

1. 금전출자 방식에 의한 설립

공공업무주체의 재산으로부터 자산과 부채가 이전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직민영화는 단순히 공공업무주체가 금전출자 방식에 의하여

국·공영회사(Eigengesellscahft)를 설립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공공업무주체는 선택된 법적 형태에 따른 회사법적인 기초 외에 회사계약의

259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61.
260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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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설립절차에 대한 예산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법적인 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61

2.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설립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업무주체의 자산과 부채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조직재편법 제 301 조에 따른 조직전환(형태변경)

방식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조직민영화는 현물출자를 통한 국·공영회사

설립의 방식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262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출자된다. 이를 위해서 대상기업이 기존의 기업주체로부터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양도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이러한 양도는 특별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된다. 263 즉, 기업에

속하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개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특별규정(서독 주식법 제 27 조, 제 31 조, 유한회사법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을 준수하여야 하며, 게다가 기존의 회사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조직전환 제도이다.264

3. 조직전환

공기업 및 공공시설이 전체로서 하나의 사법적인 조직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조직전환법은

이에 대한 일반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전환은

조직전환법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

261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6.
262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7.
263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2. Aufl., §12 I, S. 292.
264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2. Aufl., §12 I, S. 293.



- 86 -

조직전환은 기업이 그 "경제·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조직전환은 권리주체의 교체와 결합될 수도

있는데(이를테면, 주식회사가 합명회사로,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로),

이런 경우를 "양도적 조직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직전환도 가능한데(이를테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이런 경우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한다. 265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이 모든 사례를 "형태변경"이라는 단일 개념하에

포섭하고 있다.266

법기술적으로 볼 때 조직전환 및 합병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물출자와 같이 특정승계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법에

규정된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것이 가능해 진다. 267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므로, 포괄승계는 필요하지 않다.

4. 물적분할

지역단체 공기업, 특히 직영사업 또는 직영기업 형태의 지역단체

공기업은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에 따라 물적분할 방식으로 민영화될 수

265 Priester, in: Scholz, GmbHG, 7. Aufl. Bd. II 1988, Anh. Umw. Rz. 4.
266 1994 년의 조직전환법의 개정에 따른 조직전환 개념의 변화에 관하여는 제 3 장 제 2 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변화) 참조; 1994 년 독일 조직전환법의 개정에 따라 구법상의 회사의

조직전환은 현행법상 회사의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고 칭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구동독 국영기업이 조직전환되었던 당시 적용되던 독일

구(舊)조직전환법의 의미에서의 조직전환의 개념을 사용한다; 구법하에서의 지역단체

공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58 조,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조직전환에 관하여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9 조, 주식법 제 385a 조 이하 참조;

현행 조직재편법하에서는 지역단체 공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조직재편법 제 168 조

이하,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형태변경에 관하여는 조직재편법 제 301조 이하 참조.

267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Rz.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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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독일 조직재편법 제 168 조). 268 조직재편법에 따른 물적분할 방식은

한편으로는 현물출자 방식보다 다소 형식주의적이고, 양도된 채무에 대한

지역단체의 책임이 5 년간 지속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동법 제 173 조,

제 157 조),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 포괄승계"에 의해 채무와 계약관계가

원칙적으로 각각의 채권자 및 계약상대방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은 그 청산에 따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 준다.269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는 지역단체

공기업은 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및 제 58 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으나,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회사분할편에서 물적분할의 한 사례로서 규정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 123조 제 3항, 제 168조 내지 제 173조).270

제2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은 일응 서독법상의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중 조직전환 방식에

비견된다. 271 신탁관리법의 발효 당시 서독법상 기업의 조직전환제도는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민영화의 법리를 원용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절에서는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에 따른 구조직전환제도를 고찰하면 족할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조직전환법 체계는 1994 년의 조직재편법정비법에

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조직전환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268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7.
269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7.
270 지역단체 공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이 장 제 2 절 II.2.2) (지역단체 공기업의

물적분할)을 참조.

271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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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조직전환 개념

및 공기업의 조직전환의 규정방식의 변화에 관하여도 고찰한다. 272 또한,

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직재편법은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직재편법

제 197 조),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구법하에서도 모든 조직전환의

유형에서 각각 이와 유사한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273 따라서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에 관한 법리의 전개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I. 조직전환의 개념과 그 변화

1994 년의 조직재편법정비법(Umwandlungsrechtbereinigungsgesetz)은

기존의 기업조직 재편제도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법률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상응하여 그

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나아가 출자자의 보호, 특히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독일 기업에 대한 출자

및 독일 기업과의 법적 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74 특히 회사의 조직전환에 관하여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272이러한 독일의 신·구조직전환제도의 비교적 고찰은 이 논문 제 5 장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의 응용)에서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73 공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2 항(동법 제 51 조, 지역단체

또는 자치단체연합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동법 제 58 조 제 3 항(지역단체 또는

자치단체연합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동법 제 59 조 제 4 항(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주식법 제 385a 조 제 4 항(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참조. 다만, 구법에서는 적용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절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의

표 참조.

274 Ganske, Umwandlungsrecht,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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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조직전환의 개념

독일 통일 당시, 서독법상 기업이 그 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병, 조직전환 및 재산양도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275 이

중 조직전환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formwechselnde Umwandlung)과 양도적

조직전환(übertragende Umwandlung)으로 구분되었고, 양도적 조직전환은 다시

합병적 조직전환(verschmelzende Umwandlung)과 설립적 조직전환(errichtende

Umwandlung)으로 구분되었다. 276 이 논문에서 신탁관리법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직전환은 이와 같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양도적 조직전환, 합병적 조직전환 및 설립적 조직전환의 의미에서의

조직전환을 말한다. 1995 년 1 월 1 일 조직재편법정비법 277에 따라 현행

조직재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조직전환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직전환을 말하였다.

이러한 조직전환은 기업이 그 "경제·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조직전환은 권리주체(Rechtsträger)의 교체와

결합될 수도 있는데(이를테면, 주식회사가 합명회사로,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로), 이런 경우를 "양도적 조직전환 "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직전환도 가능한데(이를테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이런 경우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한다. 278 법 기술적으로 볼 때 조직전환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특별권리승계가 요구되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피하기

275 Ganske, Umwandlungsrecht, S. 13-15 참조.

276 서독법상 양도적 조직전환 중 합병적 조직전환은 체계상 합병법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설립적 조직전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직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Priester, in: Scholz,

GmbHG, 7. Aufl. Bd. II 1988, Anh. Umw. Einführung Rz. 5, 8 참조;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직변경제도는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상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 해당한다.

277 Gesetz zur Bereinigung des Umwandlungsrechts vom 28. Oktober 1994 (BGBl. I 1994, S. 3210).
278 Priester, in: Scholz, GmbHG, 7. Aufl. Bd. II 1988, Anh. Umw. Einführung R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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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합병적 조직전환과 설립적 조직전환에서는 협의의 합병에서와

같이 법에서 지시된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예를 들어,

구(舊)조직전환법 제 5조 첫째 단, 제 49조 제 2항 둘째 단, 증자법 제 25조

제 2 항 첫째 단).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포괄승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279

1995 년 1 월 1 일 새로운 조직재편법의 발효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가 관여하는 합병은

당시 서독 주식법 제 339 조 내지 제 358 조, 유한회사의 합병은 서독

유한회사법 제 19 조 내지 31a 조 및 제 32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은 당시 서독 주식법 제 362 조 내지 제 393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합병적 조직전환 및 설립적 조직전환은 1969 년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280 재산양도는 서독 주식법 제 359 조,

제 360 조 및 서독 보험감독법 제 44b 조, 제 44c 조, 제 53a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분할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었다.281

2.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에 의한 변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Umwandlungsbereinigungsgesetz의 Artikel 1로서

발효된 1994 년의 새로운 Umwandlungsgesetz 는 처음으로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 법은 합병,

재산양도 및 분할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mwandlung"이라는

개념은 형태변경, 합병, 재산양도 그리고 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279 Priester, in: Scholz, GmbHG, 7. Aufl. Bd. II 1988, Anh. Umw. Einführung Rz. 6.
280 물적회사의 인적회사로의 합병적 조직전환은 구(舊)조직전환법 제 3 조 내지 제 15 조,

설립적 조직전환은 동법 제 16 조 내지 제 22 조에서 규정하였고, 인적회사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로의 설립적 조직전환은 동법 제 40 조 내지

제 56f조에서 규정하였다.

281 Priester, in: Scholz, GmbHG, 7. Aufl. Bd. II 1988, Anh. Umw. Einführung Rz. 7-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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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개념을 이 논문에서는

"조직재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변경 개념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조직재편법에서는 기존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의 구분은 폐지되었다. 여기서

형태변경이라는 개념은 사고적으로는 이전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개념을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양도적 조직전환에서 규율하던 사례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 282 따라서 이제는 모든 조직전환의 사례가 동일성의

유지하에 형태변경으로 취급된다. 형태변경에서는 기존의 권리주체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권리주체로의 재산양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동일성은

조직전환의 전후에 권리주체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하며, 그 재산상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새로운 조직재편법 하에서는 이전의 44 개의 조직전환가능성이 75 개로

확대되었으며, 283 따라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이 제공된다.284

이와 같이, 이전의 양도적 조직전환의 사례에서도 "동일성사고"를

인정함으로써, 합수적 회사로서의 인적회사와 법인으로서의 물적회사 간의

통상적인 구분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 질문이

제기되었다.285 새로운 조직재편법 입법자의 이와 같은 단일한 동일성사고에

282 Decher, in: Lutter, UmwG, Vor §190 Rz. 1.
283 Ganske, Umwandlungsrecht, S. 13, 20.
284 Klunzinger, Grundzüge des Gesellschaftsrechts, 15. Aufl., München 2009, S. 211.
285 이에 대하여는 현행 조직재편법의 입법자의 이와 같은 단일한 동일성사고에 대한 선택을

이질적인 회사 간의 형태변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변경의 사례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결정으로 이해하는 견해(Decher, in: Lutter, UmwG, Vor §190 Rz. 4; Mülbert, Die rechtsfähi-

ge Personengesellschaft, AcP 199, 38, 62; Raiser, Gesamthand und juristische Person im Licht des

neuen Umwandlungsrechts, AcP 194, 495, 498 및 511; K. Schmidt, Universalsukzession kraft

Rechtsgeschäfts, AcP 191, 495, 509; Timm, Die Rechtsfähigkeit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und ihre Haftungsverfassung, NJW 1995, 3209)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Hennrichs, Formwechsel

und Gesamtrechtsnachfolge bei Umwandlungen, 1995, S. 33 f.; Hueck, Drei Fragen zur

Gesamthandsgesellschaft, in: FS Zöllner, Bd. I, 1999, S. 275, 279; Ulme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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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택이 이질적인 회사 간의 형태변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변경의

사례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실무상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286 이와 같이, 동일성원칙은

형태변경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또한 불명확한 사례에

있어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기능은 특히 조직재편법

제 197 조 제 1 항에 따른 회사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한다.287

II. 공기업의 조직전환의 규정방식

1.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규정방식

1) 지역단체 공기업의 조직전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은 지역단체 공기업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정하고

있었다(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58 조). 여기서의 조직전환은 양도적

조직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1)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르면,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가 아닌

지역단체조합은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었다(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1 항 첫째 단). 이러한 조직전환은

Gesamthandsgesellschaft – ein noch immer unbekanntes Wesen?, AcP 198, 113, 120; Zöllner, Rechts-

subjektivität von Personengesellschaften?, in: FS Gernhuber, 1993, S. 563, 566)가 대립하고 있다.

286 Decher, in: Lutter, UmwG, Vor §190 Rz. 4;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Decher, in: Lutter,

UmwG, §190 Rz. 1-8 참조.

287 Decher, in: Lutter, UmwG, §190 Rz. 8; "동일성 전제"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이 절

III.2.2)(1) (조직재편법 제 197조의 의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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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조합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조직전환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되었다(동법 제 57 조

제 1항 둘째 단).

여기서의 조직전환에는 일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기업의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구(舊)조직전환법 제 50 조 내지

제 56 조)이 대부분 적용되었다(동법 제 57 조 제 2 항). 따라서 여기서의

조직전환은 양도적 조직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에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1 조 제 2 항이

적용되었다(동법 제 57 조 제 2 항 첫째 반단). 이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주식법 제 1 편의 제 1 장과 제 2 장(제 1 조 내지 제 53 조)이

준용되었다.

(2)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르면,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가 아닌

지역단체조합은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유한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었다(서독 구(舊)조직전환법 제 58 조 제 1 항 첫째 단). 이러한 조직전환은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조합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조직전환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되었다(동조 제 1 항 둘째

단).

여기서의 조직전환에는 개인기업의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

중 주식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준용되었다(동법 제 58 조 제 2 항). 또한, 조직전환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유한회사법의 제 1 장(제 1 조 내지 제 12 조)이

준용되었다(동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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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조직전환

서독 주식법과 구(舊)조직전환법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양도적 조직전환의 성격을 갖는

지역단체 공기업의 조직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의 조직전환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1)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주식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주식법

제 385a 조 제 1 항). 이러한 조직전환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이

권리능력이 있고, 또한 이들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이를

규정하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되었다(동조 제 2 항 첫째 단).

특히 주식회사 정관의 확정방식과 주주 그리고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결정되었다(동조 제 3항).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조직전환에는 제 2 조, 제 28 조 및 제 29 조를

제외한 주식법의 제 1 장과 제 2 장(제 1 조 내지 제 53 조)이 의미에 따라

적용되었다(동조 제 4 항). 특히 주식법 제 32 조에 따른 설립보고에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도 기재하여야 했으며,

동법 제 33 조 제 2 항에 따른 설립검사도 실시하여야 했다(주식법

제 385b조).

회사의 등기와 동시에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주식회사로서 계속

존속한다(동법 제 385c 조). 이러한 규정방식은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규정방식이다.288

288 독일 주식법 제 365 조, 제 368 조, 제 372 조, 제 381 조, 제 385 조 제 1 항, 제 385c 조,

제 385h조, 제 385p조 제 1항, 제 387조 제 1항, 제 391조, 제 393조 제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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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구(舊)조직전환법 제 59 조 제 1 항). 이러한 조직전환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이 권리능력이 있고, 또한 이들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이를 규정하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되었다. 특히

유한회사의 회사계약의 체결방식 및 지분권자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결정되었다.(동조 제 3항).

조직전환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조직전환에는 유한회사법의

제 1 장(제 1 조 내지 제 12 조)의 규정이 의미에 따라

적용되었다(구(舊)조직전환법 제 59조 제 4항).

회사의 등기와 동시에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유한회사로서 계속

존속한다(동조 제 5 항). 제 5 항의 규정방식은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규정방식이다. 구법하에서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사례는

대부분 주식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289 다만,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사례 중 유일하게

구(舊)조직전환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2.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후의 규정방식

1)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형태변경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에 따르면,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형태변경(Formwechsel)을 통해서 오직 물적회사의

법적 형태를 취득할 수 있다(제 301조 제 1항). 이러한 형태변경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이 권리능력이 있고, 또한 이들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형태변경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289 독일 주식법 제 362 내지 제 39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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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적인 조직재편법의 우선권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형태변경에서 있어서는, 형태변경을 하는

단체 또는 영조물의 근거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만, 현행 조직재편법의 형태변경 총칙(제 190 조 내지 제 213 조)이

적용된다(제 302 조 첫째 단).290 특히 새로운 법적 형태의 회사의 회사계약

또는 정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거나 확정되는가, 누가 지분권자로서

이 회사에 지분참가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회사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동조 둘째 단). 291 또한, 발기인에 관한 주식법 제 28 조와

회사의 창립(Errichtung)에 관한 제 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292

법률뿐만 아니라 령(Verordnung)도 법률에 따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테면 주식회사의 정관을

290 조직재편법은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의 형태변경의 회사법적인 요건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관할권상의 이유로 그에 관한 공법적인 조건을 규정할 수 없다. 또한, 형태변경의

총칙은 지분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공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직재편법 제 302 조는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의 경우에

조직재편법 총칙규정이 제한적으로만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Perlitt, in:

Selmer/Stengel, UmwG, 3. Aufl., 2012, §302 Rz. 3(이하 Perlitt, in: Selmer/Stengel, UmwG); H.

Schmidt, in: Lutter, UmwG, 4. Aufl., 2009, §302 Rz. 3(이하 H. Schmidt, in: Lutter, UmwG) 참조.

291 형태변경의 총칙은 지분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공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조직재편법 제 302조 둘째 단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조항이다. Perlitt,

in: Selmer/Stengel, UmwG, 3. §302 Rz. 3; H. Schmidt, in: Lutter, §302 Rz. 3 참조.

292 현행 독일 주식법 제 28 조는 정관을 확정한 주주가 회사의 발기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29 조는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창립(errichtet)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위한 규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이 시점은 발기인에 의한 정관확정공증절차(독일 주식법 제 23조 제 1항)가

완료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Hüffer, Aktiengesetz,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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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거나 유한회사의 회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단체나 영조물의 정관

및 관청의 행정행위를 통하여 조직재편법과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293

(2) 외부설립법의 우선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법적 규정유보(조직재편법 제 302 조)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에는 사실상 사법상 회사형태의 의미에서의

지분권자가 없다는 사실과 그에 따르는 형태변경에서의 특이성을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공법적 규정유보는 내용적인

제한을 받는다. 즉, 회사법의 외부설립법(Außengründungsrecht), 294 특히

자본의 조달과 보호 및 그와 결합된 채권자보호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공법적 조직재편법의 규정유보는 개입하지 않는다.295

즉, 형태변경에서 새로운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미 조직재편법 제 197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직재편법

제 303 조 제 1 항은 이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외부설립법의 우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조직재편법 제 303 조는 자본보호에 관한 동법

제 220 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 출자지분이나

주식의 최소가액 및 회사계약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유한회사법

제 3조, 주식법 제 23조 제 2항) 등은 공법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며,

공법상의 단체 및 영조물의 형태변경에는 자본조달의 확보,

293 H. Schmidt, in: Lutter, UmwG, §302 Rz. 3.
294 H. Schmidt, in: Lutter, UmwG, §302 Rz. 4.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는 형태변경에서는

형태변경에 관한 조직재편법 제 5 편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새로 성립되는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이를테면, 주식법이나 유한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재편법의 일반적 규정을 내부설립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외부설립법은 제 197조에 따라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95 구(舊)조직전환법하의 학설들은 유한회사의 최소자본규정은 절대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현행법하에서는 더 나아가 회사설립규정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참고문헌은 H. Schmidt, in: Lutter, UmwG, §302 Rz. 4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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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설립보고 또는 설립보고, 설립검사 및 사후설립 등에 관한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이 적용된다.296

2) 지역단체 공기업의 물적분할

(1) 현행법 규정의 의의

지역단체 공기업의 조직전환을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법(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58 조)에서와는 달리,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회사분할편에서 물적분할의 한 사례로서

규정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 123조 제 3항, 제 168조 내지 제 173조). 이에

따르면 독일법상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가 아닌 지역단체조합은 그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그가 운영하는 기업을 그

재산으로부터 물적으로 분할하여 상법상의 인적회사, 물적회사 또는

등기조합으로 흡수시키거나, 물적회사 또는 등기조합을 신설할 수

있다(조직재편법 제 168조) .

물적분할(Ausgliederung)은 기능적으로 일반적인 인적분할(Spaltung)과

차이가 있지만,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은 물적분할을 분할의 한 사례로서

규정하고 있다.297 이로써 회사는 "부분적 포괄승계(partielle Gesamtrechtsnach-

folge)" 방식에 의해서 특별승계에 의하지 않고도 재산의 일부를 종속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298 다만, 모든 재산이 물적분할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물적분할의 경우(조직재편법 제 123조 제 3항)와는 달리, 개인상인,

권리능력 있는 재단 및 지역단체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오직 기업 또는

296 H. Schmidt, in: Lutter, UmwG, §303 Rz. 1-7 참조.

297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2002, S. 403.
298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S. 403.



- 99 -

기업의 일부만을 물적분할의 방식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른다.299

(2) 합병에 관한 조직재편법 규정의 준용

물적분할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조직재편법 제 3 편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합병에 관한 조직재편법 제 2 편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제 14 조 제 2 항(합병결의에 대한 소의 배제), 제 15 조(합병대가의 개선),

제 18 조(양수하는 권리주체의 상호 또는 성명) 제 29 조 내지

제 34 조(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제 54 조(자본증가 없는

합병-유한회사가 관여된 경우), 제 68 조(자본증가 없는 합병-주식회사가

관여된 경우) 및 제 71 조(신탁관리인의 선임)는 준용되지 않는다(조직재편법

제 125 조 첫째 단). 또한, 조직재편법 제 9 조 내지 제 12 조에 규정된

검사(합병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동조 둘째 단).

위와 같은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회사분할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행되는지에 관하여는 조직재편법의 법문으로부터 즉시 읽어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300

- 분할계약 또는 분할계획(동법 제 126조, 제 136조)

- 분할보고(동법 제 127 조, 제 142 조) 및 분할검사(동법 제 125 조,

제 44조, 제 48조, 제 60조, 제 81조)

- 지분권자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동법 제 125 조, 제 42 조, 제 49 조,

제 63조, 제 82조)

299 Karollus, in: Lutter, UmwG, §152, Rz. 35이하; Rawert/Hüttemann, in: Lutter, UmwG, §161, Rz.

21이하; H. Schmidt, in: Lutter, UmwG, §168, Rz. 10이하; 반대의견 Karollus, in: Lutter, Kölner

Umwandlungsrechtstage, 1995, S. 190이하.

300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S. 398; Sagasser/Bula/Brünger, Umwandlungen, 2. Aufl.,

2000, Rz. N102이하, N109이하, N155이하; Hommelhoff/Priester/Teichmann, in: Lutter, Kölner

Umwandlungsrechtstage, S. 89이하;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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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동법 제 125조, 제 13조, 제 43조 제 50조, 제 65조, 제 84조)

- 등록과 등기(동법 제 129조 이하, 제 140조, 제 146조, 제 148조)

(3) 지역단체 공기업에 관한 특별규정

지역단체 공기업의 물적분할에는 물적분할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조직재편법 제 169 조 첫째 단). 또한, 물적분할결의가 필요한지,

어떠한 요건하에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지역단체의 조직법에 따른다(동조

둘째 단).

현물출자설립보고(유한회사법 제 5 조 제 4 항)에는 조직재편법 제 58 조

제 1 항이 준용되고,301 설립보고(주식법 제 32 조)에는 조직재편법 제 75 조

제 1 항이 준용된다(조직재편법 제 170 조).302 물적분할은 양수하는 법적주체

소재지의 등기부에 물적분할을 등기함으로써 또는 새로운 법적주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조직재편법 제 171조).

채무가 양수하는 법적주체 또는 새로운 법적주체로 양도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지역단체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조직재편법 제 172 조 첫째

단). 채무인수 시의 담보권(보증과 질권) 및 우선권(저당권 또는

선박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민법 제 418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조직재편법

제 172조 둘째 단).

물적분할계약에 명시된 채무에 대한 책임의 시간적 제한에 관하여는

개인상인의 재산으로부터의 물적분할에 관한 조직재편법 제 15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조직재편법 제 173 조). 이에 따라 지역단체는 물적분할계약에

명시된 채무가 물적분할로부터 5 년 이내에 만기가 되고, 이로 인한

청구권이 재판상 행사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상법 제 128 조에

따른 양수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책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301 이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법 제 5 조 제 4 항에 따른 현물출자설립보고에 양도하는

법적주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302 이 규정에 따르면, 주식법 제 32 조에 따른 설립보고에 양도하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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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1.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조직전환규정

1) 규정방식

1995 년 1 월 1 일 새로운 조직재편법의 발효 이전에는 회사의

조직전환은 조직전환의 권리주체에 따라 각각의 관련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었다. 즉,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은 서독 주식법 제 362 조 내지

제 393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합병적 조직전환 및 설립적

조직전환은 1969 년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권리주체에 따른 조직전환의 각 사례별로 각각 독립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에 따라, 모든 조직전환의 사례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회사의

실체형성절차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조직전환이 이행되었다.

2)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절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303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르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은 기업이 그 "경제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조직전환을 일컽는다. 이러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특별다수 또는 인적책임을 지는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조직전환의 결의가 필요하다(주식법 제 362 조 제 2 항,

제 366 조 제 1 항, 제 369 조 제 2 항과 제 3 항, 제 376 조 제 2 항, 제 384 조

제 2 항, 제 385d 조 제 2 항, 제 385m조 제 2 항, 제 386 조 제 1 항, 제 389 조,

구(舊)조직전환법 제 63 조 제 2 항). 그리고 이러한 조직전환은 상업등기부에

303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의 조직전환의 개념 및 구분에 관하여는 이 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그 변화)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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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즉,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와 함께 회사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주식법 제 365 조, 제 368 조, 제 372 조,

제 381 조, 제 385 조, 제 385c 조, 제 385h 조, 제 385p 조, 제 387 조, 제 391 조,

구(舊)조직전환법 제 65조).304

3) 양도적 조직전환 절차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는 달리 양도적 조직전환에 있어서는

권리주체(Rechtsträger)의 교체가 일어난다. 이러한 양도적 조직전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의 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조직전환의 결의와 등기에 의해서

조직전환이 실행된다(구(舊)조직전환법 제 3 조 내지 제 5 조, 제 15 조,

제 16조, 제 19조 내지 제 25조). 등기와 함께 채무를 포함한 회사의 재산은

인적회사나 사원에게 이전된다(구(舊)조직전환법 제 5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9 조 내지 제 25 조). 그리고 주식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된다(구(舊)조직전환법 제 6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9 조 냊 제 25 조).

인적회사의 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조직전환은 역시 조직전환의 결의와

등기에 의하여 이행된다(구(舊)조직전환법 제 41 조 이하, 제 47 조 이하).

등기와 함께 채무를 포함한 회사재산은 물적회사로

이전된다(구(舊)조직전환법 제 44 조, 제 49 조 제 2 항).305 그리고 인적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된다.

304 이러한 표현방식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특징을 이룬다.

305 독일의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는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 그 법률규정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반드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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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이러한 조직전환절차에는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행 조직재편법의 규정방식과는 달리, 306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각 조직전환의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즉,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주식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 광산법상의 조합, 상호보험사단, 등기조합이 주식회사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주식법의

회사설립규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그 외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모든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한회사법의 제 1 절 또는 주식법의 제 1 편의

제 1장 및 제 2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는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른 각 조직전환의 사례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관련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조직전환

권리주체

새로운

권리주체

조직전환의

근거규정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근거규정)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

306 현행 조직재편법은 그 총칙에서 조직전환에 관하여 조직전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회사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 197 조), 이에 대한 제한은 제 2 장 각칙에서 회사형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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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주식법

제 362조 내지

제 365조

(제 362조

제 4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32조

내지 제 35조,

제 38조,

제 46조 내지

제 51조

주식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법

제 366조 내지

제 368조 (규정

없음)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무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법

제 369조 내지

제 375조 (규정

없음)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무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법

제 376조 내지

제 383조

(제 378조

제 1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26조,

제 27조,

제 32조 내지

제 35조,

제 38조,

제 46조 내지

제 53조

광산법상의

조합

주식회사 주식법

제 384조 내지

제 385조

(제 385조,

제 387조

제 1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위와 같음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

주식회사 주식법

제 385a조 내지

제 385c조

(제 385a조

제 4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제 2조,

제 28조,

제 29조는

제외)

상호보험사단 주식회사 주식법 385d조

내지 제 385l조

(제 385g조)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26조,

제 27조,

제 33조,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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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

제 2항,

제 38조,

제 47조 내지

제 53조,

제 378조

제 3항 및

제 4항

등기조합 주식회사 주식법

제 385m조 내지

제 385q조

(제 385m조)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26조,

제 27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제 2항,

제 38조,

제 47조 내지

제 53조,

제 377조,

제 378조

제 3항 및

제 4항,

제 385d조

제 5항 및

제 6항,

제 385i조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법

제 386조 내지

제 388조

(제 388조)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 적용

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 주식법

제 389조 내지

제 391조

(제 389조

제 4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26조,

제 27조,

제 32조 내지

제 35조,

제 38조,

제 46조 내지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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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주식법

제 392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의

의미에 따른

적용

주식회사 기존의

합명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3조 내지

제 14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합병적

조직전환)

무

주식회사 사원 구(舊)조직전환

법 제 15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무

주식회사 합명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16조

내지 제 19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무

주식회사 합자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20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무

주식회사 민법상의

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21조

내지 제 22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무

주식합자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23조

양도적

조직전환

주식회사의

인적회사 또는

사원으로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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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광산법상의

조합

구(舊)조직전환

법 제 25조

내지 제 29조

(규정 없음)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무

상법상의

인적회사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40조

내지 제 45조

(제 41조

제 2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의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주식회사);

주식법

제 278조 내지

제 282조

(주식합자회사)

상법상의

인적회사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46조

내지 제 49조

(제 47조

제 2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유한회사법

제 1절

개인기업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50조

내지 제 56조

(제 51조

제 2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주식회사);

주식법

제 278조 내지

제 282조

(주식합자회사)

개인기업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56a조

내지 제 56f조

(제 56b조)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유한회사법

제 1절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조합이

운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57조

(동조 제 2항,

제 51조 제 2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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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조합이

운영하는 기업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58조

(동조 제 3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유한회사법

제 1절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59조

(동조 제 4항)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유한회사법

제 1절

마을공동체 주식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60조

(동조 제 1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제 2조,

제 28조,

제 29조,

제 32조 및

제 46조 제외)

식민지회사 주식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61조

(동조 제 1항

둘째 단)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제 2조,

제 28조,

제 29조,

제 32조 및

제 46조 제외)

식민지회사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61a조

(동조 제 1항,

제 47조 제 2항)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유한회사법

제 1절

민법 시행

이전에

법인격을 부여

받은 영리사단

주식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62조

(동조 첫째 단,

제 61조 제 1항

둘째 단)

양도적

조직전환

(설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1편

제 1장 및

제 2장 (제 2조,

제 28조,

제 29조,

제 32조 및

제 46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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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있는

광산법 상의

조합

유한회사 구(舊)조직전환

법 제 63조

내지 제 65조

(주식법

제 371조

제 1항,

제 373조 내지

제 375조)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무

2. 1994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후의 형태변경규정

신탁관리법의 시행 당시에는 구(舊)조직전환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조직재편법상 형태변경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구법하에서도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각

조직전환의 유형별로 별도로 두고 있었다. 307 따라서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조에 관한 법리의 전개에 관하여는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1) 규정방식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제 5 편 형태변경의 총론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전환의 형태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을

규정하고(제 190 조 내지 제 213 조), 각칙부분에서는 상이한 기업형태의

특이성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 214 조 내지 제 304 조). 한편, 현행

307 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제 2 항(동법 제 51 조, 지역단체 또는 자치단체연합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동법 제 58 조 제 3 항(지역단체 또는 자치단체연합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동법 제 59 조 제 4 항(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주식법 제 385a 조 제 4 항(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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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법은 형태변경에 관하여 조직재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97조).

2)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1) 조직재편법 제 197조의 의의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직전환에서는 기존의 회사를 청산하고

회사재산을 양도해서 회사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308 그러나

조직전환은 새로운 법적 형태의 권리주체에 있어서 내부조직과 외부관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규범체계가 바뀌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형태의 권리주체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요구조건이 조직전환

권리주체의 설립 당시의 요구조건보다 더욱 엄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조직재편법 제 197 조의 규정은 새로운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기준이 조직전환제도에 의하여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전환에는 새로운 법적 형태의

권리주체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309

그러나 회사설립규정은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 없다. 회사설립규정을

무제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조직전환제도는 바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창조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원칙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제한된다. 조직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308 Bärwaldt, in: Selmer/Stengel, UmwG, §197 Rz. 1.
309 Bärwaldt, in: Selmer/Stengel, UmwG, §197 Rz. 1; Decher, in: Lutter, UmwG, §197 Rz. 1; Ganske,

Umwandlungsrecht, S. 220; Decher 는 조직전환의 동일성의 원칙은 이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자본조달의 확보라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가치원칙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러설 뿐이라고 한다. Decher, in: Lutter, UmwG, §197 Rz.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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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전환 권리주체의 특이성 때문에 요구되는 이러한 제한은 현행

조직재편법 조직전환편(형태변경) 제 2장 각칙에 규정되어 있다.310

1994 년의 조직재편법정비법의 발효 이전의 입법상황을 살펴보면,

조직전환법에서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는 의의 및 그

적용범위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4 년의 조직재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조직전환은 양도적

조직전환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주식법, 조직전환법 등 각각의 관련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었다. 311 이에

따라 조직전환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에 관하여도

각각의 규정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 년의

조직재편법에서는 이 양 형태의 조직전환을 형태변경(Formwechsel)이란

개념하에 통합하면서, 조직전환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에 관하여 조직전환(형태변경) 총칙에서 제 197 조가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제 2 장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개의 사례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 적용의

의의와 범위가 오히려 더 애매모호해진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직전환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에 따른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구법하에서 각각의

조직전환 사례에 있어서 회사의 회사설립규정이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가를 표로 정리한 바가 있다. 312 이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구법하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주식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

광산법상의 조합, 상호보험사단 및 등기조합이 주식회사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주식법의 회사설립규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그 외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모든

310 Bärwaldt, in: Selmer/Stengel, UmwG, §197 Rz. 2; Ganske, Umwandlungsrecht, S. 220.
311 이 절의 III.1.1) (규정방식) 참조.

312 이 절의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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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한회사법의 제 1 절 또는 주식법의 제 1 편의 제 1 장 및

제 2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의 규정목적이, 새로운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설립기준이 조직전환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회사설립규정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313는 이 규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군다나, 학설 중에는 심지어 조직전환의 "동일성의

전제"를 부정하고, 조직전환을 "변형된 회사신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14

(2) 새로운 회사형태 회사설립규정 적용의 배제

조직재편법 제 197 조 둘째 단, 첫째 반 단은 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설립 시 필요한 최소한의 발기인의 수에 관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조직전환 전후의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단, 이 규정은 오직 주식합자회사(주식법 제 280 조 제 1 항 첫째

단)와 등기조합(조합법 제 4조)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313 Decher, in: Lutter, UmwG, §197 Rz. 6.
314 Bärwaldt, in: Selmer/Stengel, UmwG, §197 Rz. 3 및 6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현행

조직재편법의 입법자처럼 조직전환 전후의 권리주체의 광범위한 동일성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 및 제 2 부의 각칙에 따라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이

거의 무제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성에 관하여는 학설에 관계없이 모두

비판을 하고 있다(Heckschen ZAP 1997 Fach 15 S. 219; Priester, FS Zöllner, S. 449 ff.; Decher, in:

Lutter, Kölner Umwandlungsrechtstage, S. 211). 다만, 동일성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Bärwaldt, in: Selmer/Stengel, UmwG, §197)와 그를 유지하려는 견해(Decher, in: Lutter,

UmwG, §197)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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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법 제 197 조 둘째 단, 둘째 반 단은 조직전환에 있어서 최초의

감사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주식법 제 30 조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법적 형태의 권리주체에

있어서 이미 조직전환의 발효 시점 이전에 감사회에서의 근로자의 대표가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법 제 31 조(변태설립에서의 감사회의

선임)의 적용도 배제된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었다.

개정된 조직재편법은 제 197 조 제 3 항에 주식법 제 31 조의 적용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조직재편법 각칙의 규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이 명백히 배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사후회사설립규정의

배제(조직재편법 제 245 조 제 2 항 셋째 단, 제 245 조 제 3 항 셋째 단),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 등기조합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권리능력 있는 사단의 유한회사로의 조직전환과 상호보험사단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에 있어서, 현물출자설립보고 내지는 설립보고의

배제(조직재편법 제 245조 제 4 항, 제 264 조 제 2 항, 제 264 조 제 3 항 둘째

단, 셋째 단, 제 277 조, 제 295 조) 및 다른 법적 형태의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 있어서 조직재편법 제 246 조 제 3 항에 따른 조직전환의

등기신청에서의 요건의 완화(유한회사법 제 8 조 제 2 항, 주식법 제 37 조

제 1항의 적용 배제)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제3절 소결

서독법상 기존의 민영화개념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소위 "조직민영화" 개념이다. 조직민영화는 기존의 공법상의

공기업형태를 사법상의 기업형태로의 전환하는 절차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그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직민영화는 민영화의 대상인

공법상의 법적주체가 어떠한 법적 형태를 가졌는가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특히 영업자산이 사법상의 법적주체로 이전되어야 하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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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금전출자방식, 현물출자방식, 조직전환 및 물적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기업재산의 특별승계와 기존 회사의 청산이

요구된다. 또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조직전환과 물적분할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법상의 단체와

영조물은 물적회사의 형태로 조직전환될 수 있고,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은 지역단체의 재산으로부터 물적으로

분할되어, 인적회사, 물적회사 또는 등기조합에 합병되거나, 물적회사 또는

등기조합의 형태로 신설될 수 있다.

조직재편법정비법의 Artikel 1 로서 발효된 1994 년의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은 제 5편에서 기존의 양도적 조직전환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을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는 개념하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실체형성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직재편법은 형태변경에 있어서

조직재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97 조). 이러한

제 197 조의 규정은 새로운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기준이

조직전환제도에 의하여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사법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일부 학설에서는 회사설립규정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조직전환을 "변형된 회사신설"로 보고, 광범위하게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주식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 광산법상의 조합, 상호보험사단, 등기조합이 주식회사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여기에 적용되는 주식법의

회사설립규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서, 그 외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모든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유한회사법의 제 1 절 또는 주식법의 제 1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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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및 제 2 장이 적용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회사설립규정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의 규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설립규정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는

구(舊)조직전환법에서의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개별적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탁관리법에 따라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었던 당시에는 아직 구(舊)조직전환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 양도적 조직전환이냐 아니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하는 문제는 그 적용법리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주목할 것은, 공법상의 단체 및 영조물의 조직전환에서는 그

근거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정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이른바,

공법적 규정유보의 우선권). 특히 새로운 법적 형태의 회사의 회사계약

또는 정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거나 확정되는가, 누가 지분권자로서

이 회사에 지분참가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회사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회사법의 외부설립법, 특히 자본조달과 그

보호 및 그와 결합된 채권자보호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공법적

조직전환법의 규정유보는 개입하지 않는다(이른바, 외부설립법의 우선권).

이렇게 볼 때,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도 최소한 자본충실 및

채권자보호에 관한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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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

제1절 서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법의 회사설립추완에 관한 규정의 미비와 그

경직된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회사실체형성에서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회사설립의 유효성이 문제시되는 등 일련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크게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라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먼저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사법의

회사실체형성에 관한 법리가 어느 범위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회사설립의

추완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당시 서독 회사법에서는 학설상 회사의 설립과정을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완성된 회사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 또한 각각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조직전환을 양도적 조직전환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적용되는 법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 또는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과

이를 통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존 법학의 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상반된

견해들이 주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견해들 간에는 기존의 회사법 및

조직전환법의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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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을 갖게 할 만큼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315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에는 심지어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보인다. 316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라는 기준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

절차에서의 회사실체형성에 적용되는 법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적합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탁관리법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을 사실적으로 분할하여(Realteilung)

수개의 회사로 조직전환하거나(기업분할 사례),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을 조직전환하는 것(제외기업 사례)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리적 해석방법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에는 기업구조를 합목적적으로

분할하여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며,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경제구조재편을 한다는 신탁관리법의

목표는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귀속주체는 그 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물출자 방식이나 조직전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

방식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서독 주식법과

유한회사법상의 변태설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317 또한,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당시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315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 장 제 5 절 II.1.3)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 장 제 5 절 II.1.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 참조.

316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 참조. 이 장 제 5절 II.1.3)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과 제 5절 II.1.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도 참조.

317 주식법 제 27 조 (현물출자, 재산인수), 제 31 조 (변태설립에서의 감사회 선임), 제 32 조

제 2 항(설립보고), 제 33 조 제 2 항 제 4 호 및 제 34 조 제 1 항 제 2 호(설립검사),

유한회사법 제 5조 제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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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318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319를 보장하려는

신탁관리법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관리법을 법문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회사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

등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변경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회사실체형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법리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기준이 판명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설립추완의 각

단계에서의 회사실체형성의 법적 문제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이용한다. 즉, 신탁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규명하여, 이러한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는 과연 기업의 임의적

조직재편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가, 신탁관리법의 조직전환 제외규정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제외기업의 조직전환을 금지하는 규범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

기업의 조직을 임의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규명한다.

318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III. 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의

표를 참조.

319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3.1) (조직형태선택자유의 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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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회사의 실체형성 및 경직성의 유연화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신탁관리법이 어떠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변경은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한다.

제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조직민영화 및 조직전환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등의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의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 외에도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에 의한 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구동독 경제체제 전환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특유한 목적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구동독의

시장경제도입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기업조직재편 방안과 체제전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약 및 법 규정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해결방안은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신탁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법적인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I. 법적인 관점

1. 기업의 법인격의 유지

구동독은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에 의한 시장경제의 도입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는 기본법을 포함한 서독의 법이

확장적용되었다. 그러나 "인민재산"이라는 법적 구조는 서독의 기본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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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소유재산이 주인 없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민재산에 대한 구동독 국민의 지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민재산은 즉시 서독의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에 상응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했다. 320 다른 한편으로, 구동독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몰수에

의하여 생겨난 인민재산이, 그 탄생 이전의 소유권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몰각된 채, 서독의 국고재산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321

또한, 국가조약은 동독의 예산을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영리기업을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 조직전환 함으로써 이를

국가예산에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국가조약 제 26 조 제 2 항 둘째 단,

둘째 연결부호).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구동독 체계하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던

기업체들이 그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대상으로는 당시 구동독의 법체계하에서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고,

영리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던 인민경제 영역의 콤비나트,

콤비나트기업, 그 밖의 인민기업 그리고 경제지도기관 및 시설 등, 법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기업체들이 고려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체들이

법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서독법상의 법인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320 이에 대한 당시 구동독 국민의 우려는 자유 연구단 "자주조직"에 의해서 제안된, 구동독

국민의 인민재산에 대한 지분권의 보존을 위한 신탁관리회사의 설립안에 절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http://www.ddr89.de/ddr89/inhalt/ddr_zrt.html 에서 Vorschlag der umgehenden

Bildung einer "Treuhandgesellschaft (Holding) zur Wahrung der Anteilsrechte der Bürger mit DDR-

Staatsbürgerschaft am »Volkseigentum« der DDR" 참조. 이 내용은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3.

(원탁회의의 신탁관리회사 설립안)에 설명되어 있다.

321 Kimminich, Die Eigentumsgarantie im Prozeß der Wiedervereinigung, 1990, S. 57(Weimar, THG, §1

Rz. 8에서 재인용).



- 122 -

2. 적용법의 결정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인민재산을

민영화하고 매각하는 것이었다(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둘째 단, 제 8 조

제 1 항 첫째 연결부호). 그러나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도 또한 신탁관리공사의 임무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는 회생 가능한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나 기업부문을 폐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동법

제 2조 제 6항, 제 8조 제 1항 둘째 및 셋째 연결부호, 제 9조).

한편, 서독의 법체계는 공법과 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 공법상의 기업형태와 사법상의 기업형태가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기업의 설립, 실체형성, 업무집행, 조직재편, 감독 등에서 각각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322 따라서 구동독의 인민재산에 속하는 기업체를 서독법체계의

소유형태와 기업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신탁관리공사가 어떤 기업을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기업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든,

또는 폐업이 결정된 기업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경우든, 결국 그 기업의

법률관계를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규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구동독의 인민기업체를 신탁관리법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업체의 법률관계를 앞으로는 서독

주식회사법 또는 유한회사법을 포함하는 서독의 물적회사법에 따라서

규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323

322 서독법상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률관계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1 절

II. (서독법상의 공기업) 참조.

323 통일조약에 따라서 구동독의 재산 중 행정재산은 주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재산으로

귀속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방에 귀속되었다(통일조약 제 21 조).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나 기초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으면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동조약

제 22 조). 이렇게 새로운 권리주체에 귀속된 재산은 연방 및 주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법 등 각 재산형태에 적용되는 기존 서독법의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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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신탁관리법은 특정한 기업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5 항, 제 11 조 제 3 항). 이 규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

규정이 서독 민법 제 134 조의 의미에서의 금지규범이냐 하는 논의도

있었다.324 그러나 이미 서독법상의 공기업과 관련하여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법에서는 서독 기본법에 따른 자치행정보장의

발현으로서(서독 기본법 제 28 조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325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선택에 따라 공법상의 조직형태 또는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통하여 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제외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업들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물적회사로 전환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업을 취득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등 귀속권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통하여 그

기업활동을 하도록 강제되는 결과로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을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해당 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 기업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 바로 이 제외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외기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조직전환되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귀속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신탁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전환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제외규정을 둔

목적에 부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구동독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I.4.3)(1)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사유재산전환) 참조.

324 이 장 제 6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 참조.

325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3.1) (조직형태선택자유의 원칙) 참조.



- 124 -

즉, 신탁관리법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민기업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법인격 유지"라든가 "적용법의 결정" 등의

목적을 추구하는 한편, 일정한 인민기업체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권리자가 그 기업활동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장 제 6 절 (법정조직전환 방식의

유연화 문제)에서 이러한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을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26

II. 경제정책적 관점

1.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국가조약은 기업구조는 생산물, 수량, 생산절차, 투자, 노사관계, 가격

및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하여 기업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조약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 이는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이 이제는

사회주의적 기업형태와 사기업을 병존시키는 경쟁적 사회주의 내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에 기초한 기업재편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방식에

기초한 기업재편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시장경제의

형성에서는 국가와 사인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327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사법상의 기업형태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신탁관리법의 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신탁관리법 전문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는 신탁관리법(제 2 조

제 6 항)과 신탁관리공사 정관(정관 제 2 조)에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로서

326 이 장 제 6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 및 III.2. (제외기업 사례) 참조.

327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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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신탁관리법은 신탁관리공사가 시장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의 합목적적 해체를 통하여

시장성 있는 기업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6 항).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도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 증진한다는

목적하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물적회사로 전환하고, 그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에 의해 구동독의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신탁관리법의 민영화 방식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쟁력의 확보라는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재편을 위한 재원조달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은 이를 통하여 성립된 회사의 지분의

매각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구동독은 회사로 전환된 구동독 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하여 구동독 지역에서의 경제구조재편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먼저,

국가조약에는 인민재산은 구동독 경제구조의 재편과 국가예산의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조약 제 26 조 제 4 항,

제 10 조 제 6 항). 또한, 통일조약에서도 조약당사자가 인민재산이 전적으로,

오로지 구동독 지역에서의 조치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분명히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통일조약 제 25 조 제 3 항 첫째 단), 이는 국가조약 제 26 조

제 4 항 및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신탁관리공사의 수익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일조약 제 25 조 제 3 항 둘째 단). 그 외에, 신탁관리공사의

수익은 개별적인 경우에 농업분야의 부채탕감조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통일조약 제 25조 제 3항 셋째 단). 또한, 국가조약 제 27조 제 1항은

신탁관리재산의 예상매각수익의 선지급금융을 위해서 신탁관리재산에

대하여 1990 년 70 억 마르크, 1991 년 100 억 마르크의 신용전권위임한도를

확정하였으며, 이 액수는 통일조약 제 25 조 제 4 항에서 확장되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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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약 제 27 조 제 3 항은 신탁재산의 매각을 통한 예상수익으로 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구동독예산의 부채를 신탁관리재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부채는 연방과 새로운 주에 절반씩 분할분배하며, 주 및 자치단체가 진

부채는 그대로 이들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서는 인민재산에 속하던 구동독 기업의 회사전환과 그 지분의

매각을 통한 수익이 구동독 지역에서의 경제구조재편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현방식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이 경제구조재편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은 신탁관리공사의 조직구조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래의 신탁관리법에는 "신탁관리공사는

기업원칙에 따라서 활동하는 신탁관리-주식회사를 통하여 분권적인

조직구조로 그 임무를 실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제 7 조 제 1 항). 328

그러나 이 방식은 회사법 및 세법상의 이유 329와 신탁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은 기업자문회사의 평가 330 에 따라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그 핵심적

이유는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속한 민영화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331 이에 따라 신탁관리공사는 대신에 15 개의

지사를 통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구동독 지역의

328 이 규정은 후에 1991 년 3 월 22 일의 법(BGBl. I. S. 766)에 의하여 " ··· 실현할 수

있다(kann)"고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29 이러한 지주회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회사법 및 세법상의 이유 때문에 민영화

수익이 방해받지 않고 신탁관리공사로 유입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신탁관리공사가 그 임무 수행의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될 수

있었다.

330 이 방식은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성을 제약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기업에 대한 신탁관리공사의 직접적 관여를 어렵게 하고, 민영화로 생긴 수익이

전부 중앙에 도달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Woche im Bundestag  Nr.

19/90 – VII/429 참조(Schogs, in: Hahn, 48에서 재인용).

331 Schogs, in: Hahn,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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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직재편을 위한 재원조달은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및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제3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구조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상 조직전환은 일반적으로 조직전환결의와

조직전환의 등기를 통하여 이행된다. 332 이에 비해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기준일인 1990 년 7 월 1 일에 "법률규정에 의해(ex lege)"

일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크게

법률규정에 의한 회사전환,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이전, 법률규정에 의한

임시적 실체형성 그리고 설립절차의 추완이라는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33 즉, 신탁관리법은 구동독의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하고, 이와 동시에 이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면서, 회사로서의 실체형성은 사후에 추완하도록 한다. 다만,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이 완결될 때까지는 법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자본 및

임시기관 등 임시적인 회사의 실체를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절차를 위와

같은 네 가지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본다.

I. 법률규정에 의한 회사전환

신탁관리법의 모델이 된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르면,

회사의 조직전환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특별다수 또는 인적책임을 지는

332 이 원칙은 회사의 조직전환제도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구분되고,

그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법과 구(舊)조직전환법에 분산규정되었던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구(舊)조직전환법 체계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3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6, 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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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조직전환의 결의가 필요하다. 334 그리고 이러한

조직전환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35 . 이러한 등기와

동시에 회사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 336 한편, 주식회사의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서는 결의와 등기에 의해서 조직전환이 실행된다.337 이때,

채무를 포함한 회사의 재산은 등기와 동시에 인적회사나 사원에게

이전된다. 338 그리고 주식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된다. 339

마찬가지로, 인적회사의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도 조직전환은 역시

조직전환결의와 등기에 의하여 이행된다. 340 여기서도 채무를 포함한

회사재산은 등기와 함께 물적회사로 이전된다. 341 그리고 인적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조직전환의

결의가 없이 조직전환이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행되었고(제 11 조

제 2 항 첫째 단),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제 14 조)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조직전환은 동시에 인민기업체로부터 물적회사 소유권으로의

재산이전의 효력도 발생시켰다(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 아울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는 추후에 직권으로 이행되었다(제 15조 제 1항).

334 주식법 제 362 조 제 2 항, 제 366 조 제 1 항, 제 369 조 제 2 항과 제 3 항, 제 376 조 제 2 항,

제 384 조 제 2 항, 제 385d 조 제 2 항, 제 385m 조 제 2 항, 제 386 조 제 1 항, 제 389 조,

구(舊)조직전환법 제 63조 제 2항.

335 주식법 제 365 조, 제 368 조, 제 372 조, 제 381 조, 제 385 조, 제 385c 조, 제 385h 조,

제 385p조, 제 387조, 제 391조, 구(舊)조직전환법 제 65조.

336 주식법 제 365 조, 제 368 조, 제 372 조, 제 381 조, 제 385 조, 제 385c 조, 제 385h 조,

제 385p조, 제 387조, 제 391조, 구(舊)조직전환법 제 65조.

337 구(舊)조직전환법 제 3조 내지 제 5조, 제 15조, 제 16조, 제 19조 내지 제 25조.

338 구(舊)조직전환법 제 5조, 제 15조, 제 16조, 제 19조 내지 제 25조.

339 구(舊)조직전환법 제 6조, 제 15조, 제 16조, 제 19조 냊 제 25조.

340 구(舊)조직전환법 제 41조 이하, 제 47조 이하.

341 구(舊)조직전환법 제 44조, 제 49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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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이전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에 의한 회사전환은 동시에 이전 인민기업체의

기금소유권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보유권에 속하던 부동산을 물적회사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

그러나 인민기업체의 "기금소유권" 및 "권리보유권"은 "경영상

관리인"으로서의 한정된, 신탁과 비슷한 법적 지위이며 서독법상의 소유권

개념과 비교될 수 없다. 342 이렇게 볼 때, 신탁관리법이

재산이전(Vermögensüberga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

용어가 서독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양도(Vermögensübertragung)"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343 즉, 인민콤비나트와 인민기업은

그에게 할당된 기금이나 그의 권리보유권에 속하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결코

아니었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재산이전(동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은

서독 민법의 의미에서의 소유권의 파생적 취득이 아니며, 오히려

"관리인지위"에서 "소유자지위"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이전은 서독 조직전환법상의 양도적 조직전환의 의미에서의 포괄승계

개념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탁관리법 제 5 시행령 344 이 주목할 만하다.

동시행령에서는 사용계약에 근거하여 영업상 필요불가결한 토지를 주로

그리고 상시 사용하였던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342 동독 민법(ZGB)제 1 조 제 4 항에 지칭된 기업체는 동법 제 19 조에 따라서 사회주의적

국가에 의해서 그에게 위탁된 인민재산을 법규정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하고, 특별한

전제조건 하에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 콤비나트기업은 콤비나트령 제 31 조 제 4 항에

따라서 획일적인 국가적 인민재산의 기금(Fonds)을 가졌었다. 그는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1 Rz. 3; Bu-

sche, in: RVI, B200 THG Vor §1 Rz. 8 참조.

343 OLG Dresden VIZ 1994, 427, 429 참조.

344 Fünf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Treuhandgesetz vom 12. September 1990 (GBl. DDR I Nr.

60 S.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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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의미에서의 권리보유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고(동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동등지위의제), 인민토지가 한편으로는

권리보유권의 목적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한의 사용계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서로 다른 인민기업체에 의해서 경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약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분할된 것으로 의제된다(동조 제 2 항:

분할의제)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구동독법상의 권리보유권이라는 것이

서독법상의 소유자지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법률규정에 의한 임시적 실체형성

서독 주식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발기인들의 정관작성,

회사지분인수에서 시작하여 기관선임, 인수금액의 납입 등의 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통하여 성립된다.

학설상 이러한 설립과정을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완성된 회사의

단계로 구분한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국영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되었다. 당시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르면 회사의

조직전환결의에는 회사의 정관이 포함되어야 했었다. 345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조직전환의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사에는 회사의 정관이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상호, 자본, 주식 또는 지분, 이사의 수 등에

관하여(주식회사법 제 23조 제 3항, 유한회사법 제 3조 제 1항)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

345 구(舊)조직전환법 체계하에서도 조직전환결의에는 상호와 그 밖에 조직전환의 실행에

필요한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다(이를테면, 주식법 제 362 조 제 2 항

넷째 단, 구(舊)조직전환법 제 48 조 제 2 항). 현행 조직재편법도 조직전환결의에는

유한회사의 회사계약 또는 주식회사의 정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 218조 제 1항 첫째 단, 제 243조 제 1항 첫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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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는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회사의 상호에는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

또는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신탁관리법

제 14조).

또한, 신탁관리법에서는 임시기관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관리공사로 하여금 1990 년 7 월 31 일까지 임시 이사회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시기관이 선임될 때까지는

국영기업의 총지배인 또는 사업장지배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16조).

아울러, 자본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정관 또는

회사계약에서 기초자본 또는 출자자본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한회사의

출자자본은 50000 마르크, 주식회사의 기초자본은 100000 마르크로

정하였다(동법 제 15 조 제 4 항). 성립한 회사의 정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무기명주식이며, 주식의 액면가는 50 마르크로

정하였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1 좌의 금액은 1000 마르크로

정하였다(동법 제 17조).

나아가 1990 년 7 월 31 일까지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회사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업체의 명칭,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기업의

목적, 임시이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임시 업무집행자의 성명을

등기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었다(동법 제 15조 제 2항).346

IV. 설립절차의 추완에 의한 최종적 실체형성

신탁관리법의 임시정관 및 임시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회사로서의

346 임시적 실체형성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이 장 제 5 절 I.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적 실체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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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의 실체 구성에 관한

법원의 검사도 이행되지 않았다.347

따라서 신탁관리법은 회사의 임시기관은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등기된(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 직후에 지체없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19 조).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348 " 법적으로 필요한 설립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없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부터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349

제4절 신탁관리법의 대상기업

신탁관리법은 국가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하나로서

제정되었다. 즉, 발생 순서로 볼 때 신탁관리법이 통일조약에 앞선다.

통일조약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효력을

유지하였다(통일조약 제 25 조). 이에 따라 통일조약의 재산귀속규정은

신탁관리법, 지방자치단체재산법 등 국가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선행법률에 따른 구동독 재산의 귀속규정과 조화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통일조약 제 21 조, 제 22 조). 따라서 신탁관리법의 대상기업의 요건에

관하여는 통일조약의 조건규정과 신탁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그

밖의 구동독 재산의 귀속에 관한 통일조약의 규정이 보조적으로 적용된다.

347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가 규정에 맞게 설립되고 등기가 신청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를 거절해야 한다(동법 제 38 조 제 1 항). 또한,

법원은 설립보고와 검사보고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거나 법률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설립검사인이 그러한 판단을 표명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34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4; Weimar, THG, §19 Rz. 2.
349 최종적 실체형성에 따르는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이 장 제 5 절 II. (설립추완에 의한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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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일조약과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법은 인민재산의 민영화와 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일조약 제 25 조는 독일의 통일 이후에도 신탁관리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제 1 항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라 이전의 인민재산을 경쟁력 있게

구조화하고 민영화하는 임무를 신탁관리공사에 위임하였다. 여기서

"인민재산"이라는 개념은 구동독의 헌법이나 민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구동독의 법질서는 통상적으로 재산과 소유권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인민재산"의 개념은 그대로 구동독 헌법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12 조의 의미에서의 인민소유권과 동일시될 수

있다.350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의 단일국가구조는 연방체제로 전환되어야

했다. 국가의 업무는 연방주의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수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행정주체가 그에게 귀속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하게 공공재산을 배정하는 규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구동독하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재산법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인민재산을 매우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도록 규정하였다.

통일조약은 조건규정에 의해서 이를 시정하였다. 351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법은 1990년 10월 3일부터는 통일조약 제 21조 및 제 22조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었다.352

통일조약 제 21조와 제 22조는 공공행정주체에 대한 인민재산의 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귀속에 대한 규정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주, 읍·면 또는

기타의 공공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한,

350 Weimar, THG, §1 Rz. 5.
351 Anlage II, Kapitel IV, Abschnitt III Nr. 2 Einigungsvertrag vom 31. 8. 1990(BGBl. II S. 889, 1199)

참조.

352 Schmidt/Leitschuh, in: RVI, B20, EVertr Art. 21 R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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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방재산으로 되었다(제 21 조 제 1 항). 또한, 행정재산이 아닌

구동독 지역 권리주체의 공공재산, 즉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또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과 셋째 단에 따라서

법에 의해 읍·면, 시 또는 군에 양도되지 않는 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제 22 조 제 1 항). 따라서 통일조약에 따라서 연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행정기관에 귀속되거나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는 행정재산(제 21 조

제 1 항)과 일반재산(제 22 조 제 1 항)은 여기서 논하는 기업조직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53 구동독의 인민재산 중 이러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기업조직재편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어 민영화되었다.

신탁관리법은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인민콤비나트, 인민기업,

인민시설 및 기타의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체를 동법에 따른 민영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 1 조 제 4 항). 그러나 국가소유재산, 독일 우체국 등

국가기업의 재산,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이나 시설의 재산, 신탁관리법의

시행일 이전에 인민경제등기부에 청산등기가 된 기업체의 재산 등의

인민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동법 제 1 조

제 5 항). 나아가 신탁관리법은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제 11 조 제 3 항), 여기에는 동법 제 1 조 제 5 항에 따라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민재산의 소유기업 외에 국가조약의

제 1부속의정서(Artikel 8 §4 Abs. 1)에 따라서 그 채권과 채무를 서방 통화로

결제하던 청산중의 대외무역기업과 인민농장 및 국유임업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II. 대상기업의 요건

신탁관리법은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인민콤비나트, 인민기업,

인민시설 및 기타의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체를 동법에 따른 민영화의

35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2 R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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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은

인민기업체, 법적 독립성 및 인민경제부 등기 등을 이 법에 따른 민영화의

대상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에 관하여 구동독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1. 구동독의 인민기업체

구동독의 인민기업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 임무, 대표 및 업무집행,

설립에 관하여는 콤비나트령354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인민기업체로서

인민콤비나트, 콤비나트기업과 인민기업이 규정되어 있다.

1) 인민콤비나트

인민콤비나트(volkseigene Kombinate)는 물질적 생산의 기본적

경제단위로서, 단일한 국가인민재산의 기반 위에 산업, 건축 및 기타의

인민경제영역에서의 현대적 형태의 경영 및 조직이었다(콤비나트령 제 1 조

제 1 항 첫째 단). 인민콤비나트는 인민재산의 콤비나트의 중앙기금과

별도로 명시되는 콤비나트기업의 기금을 소유하고 있었다(동령 제 3 조

제 2 항 첫째 단). 또한, 인민콤비나트는 법인으로서 법적 거래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하였으며(동조 제 4 항), 총지배인, 그가 선임하는 대리인

또는 기타의 수임인에 의해서 대표되었다(동령 제 30조 제 1항).

전체 경제상 중요한 콤비나트는 구동독 내각의 규약에 기초하여

관할부처에 의하여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지역경제적 및

급부경제적 콤비나트는 행정지구 내각의 관할 장관의 동의에 따라서

설립되었다(동령 제 3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이들은 지역 위원회 또는

경제지도기구에 소속되었으며, 행정지구에서는 특히 경제위원회, 군에서는

관할 부서에 소속되었다(동령 제 40 조). 콤비나트의 경제적 임무와

354 Verordnung über die volkseigenen Kombinate, Kombinatsbetriebe und volkseigenen Betriebe vom 8.

November 1979( GBl. I Nr. 38 S.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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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은 인민경제계획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동령 제 9 조 제 1 항),

콤비나트와 콤비나트기업에서의 재생산과정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계획구조는 콤비나트에서의 권력구조와 상응한다. 즉, 콤비나트기업의

관리자는 콤비나트의 총지배인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그에 의해서

선임·해임되고, 그의 업무지시권에 복종하였다(동령 제 25 조 제 1 항). 그

밖에, 콤비나트의 임무와 그에 따르는 권리·의무는 총지배인이 제정하는

콤비나트 내부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었다(동령 제 29 조 제 1 항, 제 5 항).

특히 행정지구관할 콤비나트에서는 이미 구동독의 체제전환기의 초기에

이런 계획-, 권력- 및 질서구조가 해체되었고, 콤비나트기업들은 그 기업을

독립시키고, 시장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355

2) 콤비나트기업

콤비나트기업(Kombinatsbetriebe)은 콤비나트의 재생산과정 및

관리과정의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 및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였으며,

콤비나트로부터 부여된 계획임무를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행하였다(콤비나트령 제 6 조 제 1 항 첫째 단, 둘째 단). 콤비나트기업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있었다(동조 제 2 항). 따라서 법적 거래에서는 이

기업은 관리자, 부대리인 또는 그 밖의 위임인에 의해서 대표되었으며(동령

제 30 조 제 4 항), 경영조직과 경영내적인 근로과정은 콤비나트기업의

관리자가 규칙을 통해서 규율하였다(동령 제 29조 제 6항).

콤비나트에서와 같이 콤비나트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내적인

합리화수단의 생산 또는 생산수단생산자에서의 소비재생산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임무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영업부문이

존재하였다(동조 제 4 항). 이러한 영업부문의 관리자는 법적 거래에서

콤비나트 또는 콤비나트기업의 이름으로 행위하였다(동령 제 30 조 제 5 항

첫째 단). 이러한 기업부문은 종종 1972 년 강제로 전환되었던, 이전의

355 Tussing/Winkler, in: Hahn,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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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기업 또는 반국가기업으로부터 유래하였는데, 이들은 인민단체로부터

분리하여, 다시 독립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인 길은

기업법 356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그 밖에, 콤비나트기업의 경우에도 또한

조직전환령357이 적용되었다.

3) 인민기업

콤비나트에 소속되지 않은 인민기업(volkseigene Betriebe)은 인민경제의

물질적 생산 또는 그 밖의 영역의 경제적 및 법적으로 독립된

단위로서(콤비나트령 제 31 조 제 1 항 첫째 단), 주로 해외무역 또는 지역의

건축경제 및 급부경제의 영역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358 인민기업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하나의 중앙 국가 부처 또는 그 밖의 중앙 국가기관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거나(동령 제 31 조 제 1 항 둘째 단) 또는 행정지구의

경제위원회 내지는 군의 전문기관에 귀속되고 지시를 받았다. 359 그러나

인민기업은 독립된 상호를 소유한 법인이었으며, 기업의 업무집행- 및

대표관계는 콤비나트와 콤비나트기업에 준하여 구성되었다(동령 제 31 조

제 2항, 제 3항).

이러한 인민기업의 대다수는 행정지구와 군에 존재하였고, 특히

건축(행정지구- 및 군 건축기업), 주택기금관리(건물관리, 지방 주거관리),

시영사업 그리고 수리 및 서비스영역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360

356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

vom 7. März 1990.
357Verordnung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en, Betrieben und Einrichtungen in Kapital-

gesellschaften vom 1. März 1990 (GBl. DDR I Nr. 14 S. 107, geändert GBl. DDR I Nr. 38 S. 509).
358 Tussing/Winkler, in: Hahn, S. 99.
359 Tussing/Winkler, in: Hahn, S. 99.
360 Tussing/Winkler, in: Hahn,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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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독립성

위에 열거된 인민콤비나트(콤비나트령 제 1 조 제 4 항),

콤비나트기업(동령 제 6 조 제 2 항), 인민기업(동령 제 31 조 제 1 항 첫째

단)의 경우에는 콤비나트령에 그 법적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신탁관리법에서 신탁관리공사가 시장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의 합목적적 해체를 통하여 시장성 있는 기업을

형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6 항), 구동독의

콤비나트 형태의 기업구조를 해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이나 당시 동·서독의 회사법에는 그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공사는

조직전환령및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경우에 인민기업체의 분할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이전에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과정에서 사실분할된 기업은, 분할의 법적근거의 흠결로 인하여,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의 의미에서의 법적 독립성을 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기업의 조직전환은 회사설립 하자의 문제를 야기하였다.361

3. 인민경제등기부 등기

사회주의적 경제의 모든 기업체 362 는 그 소재지가 있는 행정지구의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를 할 의무가 있었다.363 인민경제등기부는 1980 년의

361 이에 대하여는 이 장 제 6 절 II.2. (법정조직전환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불가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 절 III.1. (기업분할

사례)에서 고찰한다.

362 영리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독립된 법인이었던, 인민경제 영역의 콤비나트,

콤비나트기업, 그 밖의 인민기업 및 경제지도기관 그리고 시설을 말한다.

363 Tussing/Winkler, in: Hahn, S. 99-100; Weimar, THG, §13 Rz. 1;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1.4)

(등기관할권의 변화)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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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364 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원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통일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유용하였다. 국가계약법원은 1963 년 4 월 18 일의

령365에 따라서 구동독 내각의 한 기관으로서, 계약법366 에 따른 경제계약의

준비 및 이행에 있어서 국가규율의 준수를 확보하고 감독하였다.

중앙계약법원에는 행정지구계약법원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이 법원에

등기관리임무가 부과되었다.

기업체의 이름과 기업번호, 기업체의 소재지와 법정대표 등이 절대적

기재사항이었으며, 상위기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콤비나트소속관계 그리고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권리승계 및 대표권한의 소멸 등도 등기될 수

있었다. 기업체의 기본재산은 관할 부처나 해외무역부의 상응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의 대상이 되었다. 367 등기열람은 등기된 기업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외에 인민콤비나트의 총지배인과 그 대리인,

다른 국가기관과 경제지도기관의 상위기관의 관리자와 그 임의대리인 및

인민신용기관의 전권수임자가 할 수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문서에

의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368

1990 년 7 월 1 일 국가조약의 발효와 함께 통상 법원이 상업등기업무를

담당하였다.

364 VO über die Führung des Registers der volkseigenen Wirtschaft vom 10. April 1980 (GBl I 1980 Nr.

14 S. 115).
365 I. d. F vom 12. 3. 1970 (GBl. II Nr. 29 S. 209).
366 Gesetz vom 25. März 1982 über das Vertragssystem i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GBl. I Nr. 14 S.

293). 이 계약법은 경제계약법(Das Gesetz über Wirtschaftsverträge vom 5. Februar 1976 (GBl. I

Nr. 5 S. 61), geändert durch Gesetz vom 28. Juni 1990 (GBl. I Nr. 38 S. 483))에 의해서

대체되었으며, 경제계약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367 Tussing/Winkler, in: Hahn, S. 100.
368 Tussing/Winkler, in: Hahn, 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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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외기업

통일조약의 규정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69

이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탁관리법은 일정한 재산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제 1 조

제 5항, 제 11조 제 3항).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영화에서 제외된 기업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통일조약에 따라 제외된 기업

1) 행정재산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 권리주체의 공공재산 중 특정한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주,

읍·면 또는 기타의 공공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으로 되었다(제 21조 제 1항).

행정법 문헌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란 한편으로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공행정에 사용되고, 공공행정의 담당기관

스스로 사용하는 재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에 의한 이용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정의된다. 370 이러한 행정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

369 서독법상 국가 및 기타의 공공행정주체 소유에 통합된 재산은 통상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BVerfGE 10, 20; Stern, StaatsR Bd. II, §51 I 4; Obermayer, in: Maunz u. a.,

Staats- und Verwaltungsrecht in Bayern, §18; Forsthoff, VerwaltungsR I, §20 1; Achterberg, Allge-

meines Verwaltungsrecht, §15 2a 참조.

370 Stern, StaatsR Bd. II, §51 I 4, Rz. 2; Wolff/Bachof, VerwaltungsR I, §55 I; Säcker/Busche, Verwal-

tungsarchiv 1992,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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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다. 371 따라서 이러한 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 연방신탁관리 일반재산

행정법 문헌에서의 지배적 견해와 최고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오직 간접적으로, 즉 그 자본가치 또는 그 소득을 통하여

행정자금조달에 기여함으로써 공공목적에 사용된다고 한다. 372 이러한

일반재산에는 주거관리에 사용되는 구동독의 인민재산 외에 국유지, 농장,

임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지 않은 영리기업과 물적회사의 지분 등이

속한다.373

통일조약에 따라, 특정한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아닌 공공재산, 즉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또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과 셋째 단에 따라서 법에 의해 읍·면, 시 또는 군에

양도되지 않는 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제 22 조 제 1 항). 374

통일조약은 행정재산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개념정의를 근거로

행정재산이 연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으며(통일조약

제 21 조), 이에 따라 행정재산은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반하여, 통일조약 제 22 조는 다른 법규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일반재산이 연방의 신탁관리에 귀속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75

371 Schmidt/Leitschuh, in: RVI, Bd. II, B 20 EVertr Art. 21 Rz. 6 참조; 서독 연방정부는 구동독의

인민기업으로부터 조직전환에 의해 성립된 물적회사의 지분은 행정주체의 일반재산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있다(Arbeitsanleitung des BMI D 170.1).

372 BVerfGE 10, 20; Forsthoff, VerwaltungsR I, 10. Aufl., §20; Wolff/Bachof, VerwaltungsR I, §55 I b;

Achterber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Rz. 32; Stern, StaatsR Bd. 2, §51 I 4).
373 Schmidt/Leitschuh, in: RVI, Bd. II, B 20 EVertr Art. 22 Rz. 4.
374 이러한 재산은 그 관리를 위해서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었다. Bekanntmachung des Bundes-

ministeriums der Finanzen, BAnz, Amtl. Teil Nr. 202 v. 26. 10. 1993 참조.

375 Schmidt/Leitschuh, in: RVI, Bd. II, B 20 EVertr Art. 22 R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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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재산은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효력을 잃거나, 또는 그

근거법에 따른 재산귀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일반재산이

신탁관리법에 따라 민영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항에 따라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376

2.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에서 제외된 기업

1) 국유기업

독일 체신청과 독일 철도청과 같은 국유시설은 구동독에서의 기존의

법적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국유기업은 당시 서독에서도

물적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법정조직전환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통일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었다.377

2) 지방자치단체관할 기업체

구동독 국영기업의 근거법인 콤비나트령은 독일 통일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읍·면, 시, 군과 주의 관할 기업 또는 시설은

기존의 법적 형태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와 법정조직전환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378 또한 이러한

기업의 법적 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는

376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이 장 제 6 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에서

하였고, 그에 관한 논의 및 해결책은 이 장 제 6절 III. 2. (제외기업 사례)에서 고찰한다.

377 Weimar, THG, §12 Rz. 30.
378 KG NJW 199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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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서독법에도 상응한다. 즉, 당시의 서독법하에서도 공기업은 특히

직영기업 또는 물적회사 등 다양한 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었다.379

이러한 기업체는 구동독하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 이 법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인민재산을 매우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통일조약은

조건규정에 의해서 이를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법은 1990 년

10 월 3 일부터는 통일조약 제 21 조 및 제 22 조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었다.380

3) 청산 중의 기업체

신탁관리법의 발효 시점에 인민경제등기부에 청산기재가 된 기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와 법정조직전환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이러한

기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된 기업체의 경우와는

달리,381 해산된 회사의 계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식법 제 274 조 또는

유한회사법 제 60 조 제 4 항이 준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청산에는 콤비나트령이 적용되었으며, 그 채권과 채무는 서독 통화에

의하여 청산되었다.382

3.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에서 제외되는

기업(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5 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379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 (서독법상의 공기업) 참조.

380 이 절 I. (통일조약과 신탁관리법의 규정) 참조.

381 Weimar, THG, §22 Rz. 7 이하 참조.

382 Weimar, THG, §12 Rz.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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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 중의 대외무역기업

국가조약 부속의정서에 따라서383 그 채권과 채무를 서방 통화에 의하여

청산하던 대외무역기업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입법절차에서 최고인민회의의 결의권고에 따라서 추후에 삽입된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이미 체결된 대외무역계약의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384

2)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

구동독의 입법자는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농림기업양도법 385 을 제정하여 이러한

기업체를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려고 하였다. 한편, 신탁관리법의

제 3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기업체가 잠정적인 신탁적 관리를 위하여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된다고 규정하였다(동시행령 제 1 조). 또한, 이러한

기업체를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기업체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민영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 2 조 첫째 단). 이 때, 신탁관리법의 나머지 규정도

준용된다(동시행령 제 2조 둘째 단).

1990 년 10 월 3 일 농림기업양도법이 폐기되었고, 그 결과,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은 주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이 사후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86

383 Anl. 1 Art. 8 §4 I des Staatsvertrages v. 18. 5. 1990 (BGBl. II, S. 537).
384 Volkskammer-Drucks. Nr. 55a, S. 21.
385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Güter, staatlicher Forstwirtschaftsbetriebe und anderer

volkseigener Betriebe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as Eigentum der Länder und Kommunen v.

22. Juli 1990 (GBl. I, Nr. 49, S. 897).
386 이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절 III. 2. 3)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 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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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단체소유기업

구동독의 헌법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인민소유권, 조합소유권

및 사회단체소유권으로 구분되었다(구동독 헌법 제 10조 제 1항). 이와 같이,

사회단체소유권은 정당 및 대중조직 등 사회적 시민조직의 소유권으로서,

인민소유권이나 조합소유권과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한 형태였다.

구동독의 사회단체소유기업(organisationseigene Betriebe: OEB)은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권에 속하는 기업이었다. 인민재산이 국가의 재산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조직구성원의 재산이었다.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인민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다. 387 그뿐만 아니라, 구동독에는 사회단체소유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인민재산에 관한 법규가 유추적용되었다.388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신탁관리법의 규정에 명백히 언급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을 할

능력이 없으며,389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도 또한 배제된다고 한다.390 구동독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동독 정당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회단체소유기업이

인민재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또 한번의 구동독 정당법의 개정과

387 LG Berlin VIZ 1992, 292, 293 참조.

388 KG VIZ 1993, 457, 459.
389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과 4 항: 이 조항에 의하면 오직 인민재산만이 조직전환능력이

있다; KG VIZ 1993, 457: 이 판례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LG Berlin VIZ 1992, 292; Kloth, VIZ 1995, 88, 89; Schießl, VIZ 1994, 377, 378 m. w. N. 참조

390 KG VIZ 1993 457, 459; Schießl, VIZ 1994, 377, 378 m. 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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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렇게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391

IV. 경직성의 유연화에 따른 대상기업의 확장

앞에서 본 봐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와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인민기업은 그 제외규정과 병행하여 규정된 각각의 귀속근거법(이하

병행귀속근거법)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었다. 그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기업의

귀속주체가 기업형태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 392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사법상의 형태의 기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1990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당시 구동독에서도 이미 적용되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른 조직전환

방식에 의하여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전환할 수 있었다.393

그러나 이러한 조직전환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전환의

가능성과 별도로, 인민기업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방식에 의하여 이러한 기업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제외규정의 입법목적이었다면, 394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 기업을 사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방식을 원용할 수 있는

391 이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 절 III.3. (사회단체소유기업에서 전환된 인민기업 사례)에서

고찰한다.

392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3.1) (조직형태선택자유의 원칙) 참조.

393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I. (공기업의 조직전환의 규정방식)을 참조; 통일 이전 구동독

지역에서의 서독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2 장 제 2 절 III.3.2) (국가조약에 의한

법의 동화) 참조.

394 이 장 제 2절 I.3.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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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신탁관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민기업을 - 그것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의 대상기업이든,

제외된 기업이든 - 신탁관리법이라는 조직전환법의 체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법률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395

이 외에도, "국영기업의 법인격의 유지"라는 신탁관리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396 제외기업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개정·폐지에 따라

입법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법에 의하여 기업을 취득한

귀속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기업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을 임의적으로 또는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 절에서 신탁관리법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유연화 방안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V. 소결

이 장 제 2 절 (회사전환의 목적)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동독

국영기업의 재편방식은 국영기업을 사적 자치에 기초를 둔,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서독법상의 영리기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이의 신속한

매각을 통하여,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공공예산을 개선한다는

395 이에 관하여는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이 장 제 6 절 II.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 6 절 III.2. (제외기업

사례)에서 그에 관한 논의 및 해결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396 이 장 제 2절 I.1. (기업의 법인격의 유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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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구동독 인민재산에

속하는 기업의 법적 형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통일조약에 따라서 연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행정기관에

귀속되거나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된 행정재산(제 21 조 제 1 항)과

일반재산(제 22 조 제 1 항)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논하는 기업조직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이러한 재산은 서독 예산법 상의 원칙에 따라 그

존속형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탁관리법에 따라 민영화 및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이나 시설은(제 1 조 제 5 항,

제 11 조 제 3 항) 새로운 헌법하에서는 기존의 법적 형태로 존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외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의 법적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직영기업, 직영사업,

지방영조물기업 또는 사법상의 물적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공기업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서독의 법체계에도 상응한다.397

다음으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대상기업은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고, 영리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던, 인민경제

영역의 콤비나트, 콤비나트기업, 그 밖의 인민기업 및 경제지도기관 그리고

시설 등 법인격을 갖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주의 기업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서독법상의 기업형태로는 사법상의 기업형태, 그 중에서도

법인격을 갖춘 물적회사가 가장 적합한 형태이고, 위에서 검토된

결정기준도 가장 잘 충족시킨다.

물론, 공법상의 기업형태의 하나인 공법상의 영조물도 독립된 법인격과

예산회계를 갖추고 있어서 위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한다.

다만, 공법상의 영조물은 법에 의하여 또는 법을 근거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민기업체 전체의 일시적 전환을 위한 법적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공법상의 영조물은 공기업의 하나로서 그에 따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순수한 영리기업은 그 공적임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때에는

397 Weimar, THG, §11 Rz.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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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398 또한,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그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기업은 "공공목적"과 조화될 수 없다. 즉,

영리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생존배려 목적도 충족하여야 하며, 이윤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형성에서의 개인과

국가간의 권한의 분배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공법상의 기업형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을 위한 법적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기업을 공법상의 기업형태로의 전환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인민기업의 형태로 국유화되었던 기업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국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399

제5절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이 절에서는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전환에 따르는 두 개의 영역의

법적 문제 중 "회사실체형성의 문제"를 고찰한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특징은 회사의 성립과 그 실체형성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작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일단

성립하고, 회사의 실체는 사후에 설립절차의 추완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설립절차의 추완이 완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회사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결하고 있으므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호, 자본, 기관구성 등

회사로서의 임시적 실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회사의

실체형성 절차를 임시적 회사실체의 형성 단계와 최종적 회사실체의 추완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398 BVerfGE39, 329, 333 f., BVerfGE 61, 82, 106 참조.

399 Weimar, THG, §1 Rz.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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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적 실체구조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조직전환의 결의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조직전환에서와는 달리, 회사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이렇게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회사의

정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회사로서의 실체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은 설립추완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인 회사의 실체가 확정될

때까지 상호, 자본, 주식(지분), 회사의 기관 등 임시적인 회사의 실체구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임시적 실체형성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1. 상호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서독법상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형식상인(Formkaufmann)이다(서독

상법 제 6 조 제 1 항, 유한회사법 제 2 조 제 1 항, 주식법 제 3 조 제 1 항).

상인은 거래나 서명을 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한다(동법 제 17조 제 1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명칭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약칭을 포함해야 한다(주식법

제 4 조). 이러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주식법 제 23 조 제 3 항, 유한회사법 제 3 조), 또한

등기사항이다(주식법 제 39 조, 유한회사법 제 10 조). 따라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된 구동독기업의 경우에도 그 상호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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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진실의 원칙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서 성립한 물적회사는 그 상호에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 또는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탁관리법 제 14조).

이 규정은 상법상의 상호진실 및 상호명확의 원칙(서독 상법 제 18 조

제 1 항, 제 2 항)을 고려한 것이다. 상호의 진실은 서독 상호법 최고의

명제이다.400 상호진실성은 기업의 공시에 대한 일반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경쟁기업과 다른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에도 기여한다. 401 특히 상호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관계를 의미하거나 또는 영업의 종류나 범위 또는

사업주관계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가명칭을 삽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402

3)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의 의미

상호의 부가명칭에는 필요적 부가명칭, 임의적 부가명칭 및 허가되지

않는 부가명칭이 있다. 필요적 부가명칭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같이

법적거래에서 책임제한을 언급하는 부가명칭을 의미한다. 임의적

부가명칭과 허가되지 않는 부가명칭은 사람이나 영업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을 말한다.

책임제한을 언급하는 의미는 없지만, 신탁관리법 제 14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은 강행적 부가명칭이다. 이와 같은

예는 설립중의 회사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설립중의 회사는 미래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부가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400 K. Schmidt, Handelsrecht, 3. Aufl., §12 III 1.
401 Baumbach/Duden/Hopt, Handelsgesetzbuch, 28. Aufl. 1989, §18 Anm. 2; K. Schmidt, Handelsrecht, 3.

Aufl., §12 III 1a.
402 K. Schmidt, Handelsrecht, 3. Aufl., §12 III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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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이라는 부가명칭은 책임제한의 의미가 없다.403 그러나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에 대한 등기법원의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등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가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404 또한, 이 부가명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 제 19 조와 제 21 조에 따른 설립절차의 추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서로서 증명된다.405

이러한 부가명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회사 또는 새로

설립된 회사를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가명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한 회사가 이미 완성된 회사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06

2. 자본구성의 의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에 있어서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에 따라서 직접 법률규정에 의해

그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재산은 동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서 각각의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이전되었다. 그런데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정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관의

기재사항(주식법 제 23조 제 2항 제 2호, 제 3호, 제 3항 제 3호, 제 4호)인

자본구성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설립의 추완절차와

등기를 통하여 정관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은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서 회사의 자본을 확정할

때까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자본구성으로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000 마르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50,000 마르크라는 당시 회사법상

403 Weimar, THG, §14 Rz. 5.
404 Niederleithinger, GmbHR 1992, 220, 224; Weimar, THG, §14  Rz. 6.
405 Busche, in: RVI, B200 THG §14 Rz. 1.
406 Weimar, THG, §14 Rz.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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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최소액을 정하고 있다(제 15 조 제 4 항). 성립한 회사의 정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무기명주식이며, 주식의

액면가는 50 마르크로 정하였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1 좌의 금액은

1000마르크로 정하였다(제 17조).

이와 같은 임시적 자본확정은 사후에 수행되는 설립절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정의 흠결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원칙규정이다. 407 다만, 이

자본구성이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구성요소인지는

불분명하다.408 Weimar 는 이러한 자본구성이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구성요소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구심을 나타낸다. 즉,

등기되어야 할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되었으면, 제 3 자는 그가 그

상위를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이 사실이 등기되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공시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서독 상법 제 15조 제 3항을 고려할 때,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 시에는 아직 출자자본 및

기초자본의 규모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4 항이 규정하고 있는

100,000 DM 및 50,000 DM이라는 자본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다.409

3. 임시기관

신탁관리법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기관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탁관리법은 1990 년 7 월 31 일까지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임시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시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6 조 제 1 항). 410 그때까지는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자의 임무는

업무집행 총지배인이나 사업장지배인이 맡았다.

407 Priester, DB 1991, 2373; Lachmann, DtZ 1990, 238, 238.
408 Busche, in: RVI, B200 THG §16 Rz. 7.
409 Weimar, THG, §15 Rz. 6.
410 독일 물적회사법상 통상적인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기관의 선임에 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 30조, 31조, 독일 유한회사법 제 6조 참조.



- 154 -

이러한 선임방식은 유한회사법을 본받은 방식이다. 411 신탁관리법이

발효될 당시에는 구동독 지역에 아직 제대로 기능을 하는 감사회나 법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불가피하였다.412 신탁관리법의 구상에

따르면,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필요불가결하였다. 413 그 이유는 입법자가 선택한

설립추완 방식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가 아니라, 완성된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임시기관의 선임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414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툼과 무관하게

임시 집행기관의 선임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민기업은 콤비나트령의 폐지로 그 법적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했으므로, 회사기관의 최종적인 선임과

회사설립의 등기 이전에도 이러한 기업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형태에 요구되는 기관의 선임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임시기관의

선임까지는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자의 임무는 업무집행 총지배인이나

사업장지배인이 맡는다는 신탁관리법의 규정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일종의 법정이사 내지

법정업무집행사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시기관은 그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존속에 구속되며, 시간적으로 한시적인 성격을 가졌다.415 그 직무는

임시선임이 유지되지 않는 한, 감사회에 의한 정규 이사회구성원의 선임에

411 Busche, in: RVI, B200 THG §16 Rz. 1; Weimar, THG, §16 Rz. 1.
412 Busche, in: RVI, B200 THG §16 Rz. 1. 독일 주식법의 기관 선임방식에 관하여는 주식법

제 84 조 제 1 항 첫째 단 (감사회에 의한 선임)과 동법 제 85 조 제 1 항 첫째 단 (법원에

의한 선임) 참조.

413 Hebing/Jaletzke, BB-Beil. 37 zu Heft 30/1990, 5, 6.
414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 장 제 5 절 II.1.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참조.

415 LG Berlin, ZIP 1991, 228,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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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416 늦어도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의 삭제(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 내지는 신탁관리법 제 22 조에 따라 해산된 회사의 등기말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 시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417

신탁관리법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업무집행자의 지위 및 책임에 관한

서독 주식법 또는 유한회사법의 규정이 이러한 임시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2 항 첫째 단). 이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임시기관의 법적지위는 주식법의 규정(제 76 조 이하) 또는 유한회사법의

규정(제 35 조 이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주식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구성원 내지는 유한회사법에 따라 선임된 업무집행사원의

지위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다.418

신탁관리공사는 이 기관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대신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2 항 둘째 단). 그러나 다른 법규정에

따른 신탁관리공사의 상환청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동항 셋째 단).

이에 따라 임시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신탁관리공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와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인수 방식에 의하여 책임을 졌다. 419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임시기관의 행위의욕을 고취하면서, 420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능력 있는 책임주체를 제공하였다. 이

규정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신탁관리법의 책임은 "설립추완중"이라는

416 Busche, in: RVI, B200 THG §16 Rz. 4.
417 Busche, in: RVI, B200 THG §16 Rz. 4; Spoerr, Treuhandanstalt und Treuhandunternehmen, S. 228,

233; 다는 의견으로는 Weimar, THG, §16 Rz. 3: Weimar 는 감사회에 의한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영화 시점에 소멸한다고 한다.

418 Hebing/Jaletzke, BB-Beil. 37 zu Heft 30/1990, 5, 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 2. Aufl., §18 Rz.

63; Rother, in: Kaligin/Goutier, Eigentums und Investitionen, 4120, Rz. 52; 다른 견해로는

Hohmeister, BB 1992, 285, 287; Weimar, DtZ 1991, 105, 107.
419 Spoerr는 이를 설립책임의 무과실 구성요건에만 한정한다. Spoerr, Treuhandanstalt und Treu-

handunternehmen, S. 232이하 참조.

42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25; Weimar, ZIP 1992, 7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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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명칭이 삭제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421 신탁관리청의 상환청구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청의 상환청구는

중과실 내지는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에 한정되어야 한다.422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회사의 등기 이전의 제 3자에 대한 임시기관의 행위자책임에

관하여는 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423

4. 등기

1) 조직전환의 등기

신탁관리법은 이 법에 따른 인민기업체의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은 이

법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그때까지 그 기업체가 등기되어 있던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3 조). 424 콤비나트령

하에서는 구동독의 모든 영리기업은 인민경제등기부령 425 에 따라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었다.

신탁관리법 제 13 조에 따른 조직전환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이행되었으므로, 조직전환된 기업체의 대표기관의 협력행위는 요구되지

421 Bleckmann/Erberich, in: Rädler/Raupach/Bezzenberger, Vermögen in der ehem. DDR, 1991ff., Teil 2

C, Rz. 82; 다른 견해로는 Weimar, GmbHR 1991, 507, 511.

42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25; Weimar, Nachprivatisierungsprobleme,

S. 167; Weimar, THG, §16 Rz. 19.
423 Busche, in: RVI, B200 THG Rz. 6; Weimar, Nachprivatisierungsprobleme, S. 160 이하; Weimar,

THG, §16 Rz. 11; 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 절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을 참조;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는 이 장 제 5 절 II.7.2)

(발기인책임)과 3) (행위자책임)을 참조.

424 구동독의 등기관할권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2 장 제 2 절 II.1.4) (등기관할권의 변화)를

참조; 구동독 인민기업체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 제 4 절 II. 3. (인민경제등기부 등기)를

참조.

425 VO über die Führung des Registers der volkseigenen Wirtschaft vom 10. April 1980 (GBl I 1980 Nr.

14 S. 115); 이 령에 따라 인민경제등기부는 상업등기부 C 로서 국가 지구계약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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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런 점에서 서독의 상업등기부와 큰 차이점이 있다. 이 등기는

상업등기부의 정정등기의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서독 상법 제 15 조에

규정된 권리외관구성요건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적용될 수 없었다. 426 즉,

관할법원이 전혀 또는 적시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었다.427

이 등기의 대상은 신탁관리법과 관련하여 이행된 조직전환이었다.

이에 따르면 등기사항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서 성립한 회사

및 구인민기업체로부터 회사의 소유로의 재산의 이전이었다. 그 밖에, 당시

서독 조직전환법에 따른 등기의 내용에 상응하게, 대표기관의 등기도

요구되었다.428

인민기업체의 조직전환이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되면, 해당 콤비나트

또는 콤비나트기업은 소멸하였다. 이러한 효력은 신탁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직전환령 제 7 조와 서독의 조직전환법의 규정이 준용된다.429

또한, 등기는 신탁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서독 상법 제 10 조에

따라서 공고하여야 한다.

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

신탁관리법 제 13 조에 따른 조직전환의 등기 외에 조직전환에 의해

성립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도 신탁관리법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했다(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 전체적으로 볼 때,

신탁관리법 제 13 조와 제 15 조는 당시 서독 조직전환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426 서독 상법은 국가조약하에서 연방법령시행법(또는 총괄법) 제 16 조에 따라서 동독 지역에

시행되었다.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I. 3.2)(3) (국가조약에 따른 기업관련 적용법의 변화)

참조.

427 Weimar, THG, §13 Rz. 3.
428 Priester, in: Scholz, §49 UmwG. Rz. 2 참조.

429 Weimar, THG, §13 Rz.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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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등기요건에 상응하는 것이다. 430 제 15 조에 따른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도 제 13 조에 의한 조직전환의 등기와 같이 직권에 의하여

이행되었으므로, 회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물론, 제 15 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필요적 등기사항의 통지라는 형태로 회사의 협력이

요구되었다(제 2항).

필요적 등기사항은 제 2 항에 규정된 대로, 기존 기업체의 명칭,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기업의 대상, 모든 임시 이사 또는 임시 업무집행자의 성명

등과 같이 그 당시 회사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에 한정되었다. 431 이런

점에서 제 15 조에 따른 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은 서독 회사법(유한회사법

제 8 조, 주식법 제 37 조)에 따른 필요적 등기사항의 목록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제 15 조에 따른 등기는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등기였기 때문이었다.432

제 15 조의 등기는 당시 서독 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등기와는 달리

선언적 효력밖에는 갖지 못하였다. 433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에

의해서 이 회사가 물적회사법의 의미에서의 법인(유한회사법 제 11 조,

주식법 제 41 조)으로 성립하였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434 다만,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상호에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이 붙는다는 점,

등기 시점에 설립추완절차 및 법정최소자본액에 대한 법원의 검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 15 조의 등기가 물적회사법의

430 Weimar, THG, §15 Rz. 1.
431 Weimar, THG, §15 Rz. 3.
432 Weimar, THG, §15 Rz. 3.
433 Weimar, THG, §15 Rz. 4; Weimar, GmbHR 1991, 507, 508; Busche, in: RVI, B200 THG §15, Rz. 1;

신탁관리법 제 15조에 따른 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절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참조.

434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이 장 제 5 절 II.1.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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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등기가 아니라, 임시적 등기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435

3) 설립추완의 등기

신탁관리법 제 21 조는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성립한 물적회사의

최종적인 등기와 그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설립행위의

추완이라는 신탁관리법 특유의 설립절차의 특이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라 성립한 회사가 아니라, 동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따라서 요구되는 설립조치의 이행이 등기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등기에는 유한회사법 및 주식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등기에 상응하게

회사계약 내지 정관, 설립보고와 검사보고 및 개시대차대조표 등 회사의

등기에 필수적인 요소를 첨부하여야 했다. 다만, 사원과 대표기관의 명칭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적회사법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과도기적 상황에 상응하는 것이다.436

설립추완의 등기는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다룬다.437

II. 설립추완에 의한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일단

성립하고, 회사의 최종적 실체는 사후에 설립절차의 추완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은 단순히 "회사의 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신탁관리법 제 19 조),

회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구(舊)조직전환법의 관점에서 신탁관리법 제 19 조의 의미를

435 Weimar, THG, §15 Rz. 4.
436 Weimar, THG, §21 Rz. 2.
437 이 절 II.6. (상업등기부에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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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여, 설립추완절차에서 어떠한 법리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최종적인 실체가 형성되어 가는지를 고찰한다.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회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적용법리가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도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적합성 검토를

바탕으로 설립추완절차의 각 단계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1. 회사법 설립규정의 적용범위

1) 신탁관리법 제 19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신탁관리법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기관은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즉시 물적회사의 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설립조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9 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특정한 설립행위의 추완을 의미한다고 한다.438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439 "법적으로 필요한 설립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없다. 440 따라서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부터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물적회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있어서는 서독 물적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441

43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0 이하; Dornberger/Dornberger, DB

DDR-Report 1990, 3042, 3044; Priester, DB 1991, 2373, 2374; Weimar, THG, §21 Rz. 7.
43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4; Weimar, THG, §19 Rz. 2.
440 Busche, in: RVI, B200 THG §19 Rz. 3.
44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3, 134; Weimar는 독일 주식법이나

유한회사법에 대한 명백한 참조지시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Weimar,

THG, §19 R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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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독의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완성된 회사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회사의 존립,

권리주체성, 책임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법리가 적용된다.442 또한,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설립규정을

조직전환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양도적 조직전환이냐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443 따라서 기존 회사법과 조직전환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 적용되는 법리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 고려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여, 이러한 기준이 과연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의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도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신탁관리법은 1990 년 7 월 1 일부터 구동독의 인민기업체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아울러,

신탁관리법은 동법 제 15 조에 따른 등기 후 즉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기관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9 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설립 단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42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2. Aufl. §34 III, S. 843.
443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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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신탁관리법이 한편으로는 신탁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라고 하여, 일응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회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미 성립된 회사에

회사설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완성된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소위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서독 회사법상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조직전환에서도 필요한 개념인지를 검토한다.

(2) 서독 회사법상 설립중의 회사

서독 회사법상 회사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설립중의 회사(Gesellschaft i. G.)가 존재한다. 이 회사는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설립될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이 발기인에 의하여

인수되면 회사가 창립되며(주식법 제 29 조), 이로부터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할 때(동법 제 41 조 제 1 항 첫째 단)까지의 회사를 학설상

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편으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성립 시점에 회사의 완전한

자본구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거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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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회사법상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다. 실체법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는 소유권자,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는 은행계좌개설능력도 있어서,444설립중의

회사를 위해서 개설된 은행계좌는 사원의 계좌가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

자신의 계좌라고 해석된다. 445 그리고 설립중의 회사는 적극적 및 소극적

어음권리능력도 있고, 수표권리능력도 있다.446 설립중의 회사는 GmbH & Co.

KG 의 사원이 될 수도 있다.447 또한, 절차법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는 이미

토지등기부능력 448 과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449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능력 450도 있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토지에 관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행정소송의 당사자및 비송사건절차의 당사자451가 될 수도 있고,

그 자신이 도산절차에서 공동채무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의 독립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완성된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 완전한 범위에서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설립중의

유한회사는 아직 완성된 유한회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452 또한, 업무집행자의 대표권은 설립목적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444 BGHZ 45, 347.
445 OLG Naumburg GmbHR 98, 239.
446 BGHZ 117, 323, 326; BGH NJW 1962, 1008에서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447 BGHZ 80, 129.
448 BGHZ, 45, 348; BayObLG DB 86, 106.
449 BGH NJW 98, 1079; BGHZ 79, 239, 241.
450 Hueck/Fastrich, in: Baumbach/Heuck, GmbHG , §11 Rz. 16.
451 BGHZ 117, 323, 325ff.
452 RGZ 83, 370, 373; BGHZ 80, 129, 139; Rittner/Schmidt-Leithoff, in: Rowedder, GmbHG, §11 Rz.

34;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25; Horn, NJW 1964, 88; 반대의견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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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한정된다. 453 그리고 출자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서독

유한회사법 제 15조).454

그 밖에 주목해야 할 점은, 물적회사는 등기 이전에는 물적회사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독 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1 항,

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1 항 첫째 단). 따라서 등기 이전에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자는 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서독 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2 항, 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1 항 둘째 단). 또한, 이러한

행위자책임 이외에 발기인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455

(3) 조직전환에서의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 여부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456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상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태변경에서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보는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도적

조직전환은 간소화된 현물출자설립(vereinfachte Sachgründung)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457

물론, 조직전환에서는 설립중의 회사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직전환결의와 조직전환의 등기의 사이에는 기존의 회사가

453 BGHZ 80, 129, 139; 80, 182, 183; Rittner/Schmidt-Leithoff, in: Rowedder, GmbHG, §11 Rz. 83;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54 f.; 반대의견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63 f.
454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35; 반대의견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41.
455 등기전의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절 II.6. (상업등기부에의 등기) 참조.

456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22 참조.

457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 47 UmwG. Rz. 15; Schilling, in: Hachenburg, GmbHG, §

77 Anh. § 47 UmwG Rz.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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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고, 이 회사의 기관이, 비록 장래의 회사의 계산으로 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45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직전환에서도

설립중의 회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행위자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459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도 이와 같은 설립중의 회사는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설립중의 회사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4)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성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편, 신탁관리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설립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에 따른

조직전환(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서 시작해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동법 제 15조 제 1항)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자본구성도 잠정적으로 확정된다(동법 제 15 조 제 4 항, 제 17 조). 이로써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의제된" 임시정관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임시적

실체를 갖추는 과정은 널리 일반적인 물적회사의 창립과 비견될 수 있다.460

이런 면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과정은 회사 설립의 추완과정이다(동법

제 19 조 이하). 이를 통하여 회사의 최종적 실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458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47 UwmG. Rz. 24.
459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47 UmwG. Rz. 25.
460 서독 주식법에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주식법 제 28 조),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창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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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회사창립 이후의 일반적인 물적회사의 설립과정과 비견될 수 있다.

이 절차는 설립추완완료의 등기(동법 제 21조 제 3항)에 의해서 종결된다.

이렇게 볼 때, 이 과정에서의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설립추완절차에

의해서 완성되는 회사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의 설립중의

회사와 완성된 회사의 관계와 폭넓게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탁관리법이 "구동독의 인민기업은 1990 년 7 월 1 일부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법문의 표현상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완전회사성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① 논의의 개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신탁관리법 법률규정의 명백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특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발기인조합이라거나, "설립중의 회사에도 못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견해에서부터,461 설립중의 회사라는 견해를 거쳐, 462

완성된 회사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463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예를 들면, 사원의 인적책임 문제 및 이전의

인민기업체의 구채무 문제와 같은 책임관계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464

461 Weimar, BB 1991, Beilage 13, S. 12; Weimar, GmbHR 1991, 507, 509.
462 Weimar, THG, §11 Rz. 10; Timm, ZIP 1991, 413, 417; Timm/Schöne, ZIP 1992, 969, 973; Mayer,

DB 1991, 1609, 1610 Fn. 11; Lutter/Hommelhoff, GmbHG, §11 Rz. 14; Biener, DB DDR-Report

1990, 3066, 3067; Purwin, VIZ 1991, 41, 42 f.
463 BGH DB 1994, 1666; ArbG Chemnitz ZIP 1994, 1644, 1645; Priester, DB 1991, 2373; Ulmer, in:

Hommelhoff, Treuhandunternehmen im Umbruch, S. 39, 43 f.;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
464 이 절 II.7. (등기 전의 회사의 법률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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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설립중의 회사로 보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책임 외에,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의 인적책임과

기업주의 책임이나 또는 업무집행자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책임(Handelndenhaftung) 등의 기관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완성된 회사로 보는 경우에는, 오직

설립추완중의 회사만이 책임을 진다. 이와는 별도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자기가 진 채무뿐만 아니라, 조직전환 시 이미 존재하는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인민기업체의 구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465

다만, K. Schmidt 에 따르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법적 형태의 하나에 포섭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이 회사의 법률관계 및 책임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466

② 사견

인민기업체에는 시장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권리주체가 결여되어

있다.467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인민기업체에 그러한 권리주체를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설립추완중의 회사이다(신탁관리법 제 14조, 제 11조 제 2항).

465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3 이하 참조.

466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는 이러한 입장에서 신탁관리법의 규정과 거기에

규정된 경제적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한다.

467 기존의 서독 회사법에서는 권리주체로서 완성된 회사와 설립중의 회사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독일연방대법원(BGH, NJW 1998, 1079)이 설립중의 회사의

적극적 당사자능력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주체로서의 설립중의 회사가 완성된

회사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적 성격은 완성된 회사의 법적

성격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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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의 명백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완성된 회사라는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먼저,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그 상호에 "설립추완중(im Aufbau)"이라는

부대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설립중의 회사의 "설립중(in Gründung)"이라는

부대명칭과 비견될 수 있다. 또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아직 정관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수준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468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적회사의 유한책임은 등기법원에

의한 회사설립의 검사(서독 주식법 제 38 조)가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469 즉, 등기법원에 의한 회사설립의 검사가 수행되지 상태에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체계위반이며, 470 물적회사의 본질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물적회사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를 결하고 있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같은 존재를 완성된 회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Karsten Schmidt 는 완성된 회사로서의 "특권부여"에 대하여

468 신탁관리법 제 15 조에 따른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는 직권에 의한 등기로서, 기존의

인민기업체의 명칭,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기업의 목적, 임시기관의 성명 등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신탁관리법 제 21 조에 따른 설립추완완료의 등기에서는

회사의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설립보고, 검사보고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후자의

등기가 일반 회사법에서의 설립등기에 비견될 수 있는 등기로 볼 수 있다.

469 BGH 134, 336f.; 베를린 지방법원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대하여 등기법원에 의한

설립검사 없이 유한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의 위험을 보았다. LG Berlin VIZ 1992,

292, 293 참조.

470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2. Aufl. §34 III 3. c) 참조. 다만, K. Schmidt는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는 오히려 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K.

Schmidt 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단지 법규정의 엄수여부가 최종적으로 검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존속능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적용 받는

법인이며,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에는 설립중의 회사에서의 책임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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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으나, 471 그러한 특권부여의 목적으로는 완성된 회사보다는

설립중의 회사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설립중의 회사라는 형태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발달된 개념이고, 따라서 완성된 회사의 형태보다는 좀더

유연한 형태의 법적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은 법규정의 문구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설립추완중의 회사에는 정관 및

설립등기와 같은 완성된 회사의 필수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서독법상

물적회사의 유한책임제도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와 등기법원에 의한 검사가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완성된 회사로서의 필수적

요소가 결여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형태만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완전회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어 보인다. 즉,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반해서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472 다만, 이전의 권리주체가 조직전환을 준비하고, 조직전환의 효력은

등기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 의미가 미미할 뿐이다. 473 이와 같이, 서독

조직전환법에 따른 통상적인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구권리주체가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조직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된 기업의 경우에는 구권리주체인

인민기업체는 법정조직전환과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471 K. Schmidt 는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유한회사법의 규범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특권부여"라는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90,

208 참조.

472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 47 UmwG. Rz. 15; Schilling, in: Hachenburg, GmbHG, §

77 Anh. § 47 UmwG Rz. 2 참조.

473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47 UwmG. Rz. 24;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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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직전환에서는 통상적인 조직전환에서 구권리주체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하여야 할 존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설립추완중의 회사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지위와

완성된 회사로서의 지위가 하나의 법적존재에 통합된 "이중적 지위"를

가진 회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법적 형태의 하나에 포섭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이

회사의 법률관계 및 책임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K. Schmidt 의 견해가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K. Schmidt 의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조직전환법의 규정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조직전환에

관한 구(舊)조직전환법이나 주식법을 보면, 여기서는 그 조직전환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양도적 조직전환이냐를 불문하고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구법하에서는 새로운 권리주체가

설립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조직전환절차에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474 이러한 방식은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조직재편법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의 구분을

철폐하고, 양자를 형태변경이라는 개념하에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조직재편법은 형태변경의 총칙에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동법 제 197 조에서), 각칙에서 회사 형태에 따라 그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총칙규정(동법 제 197 조)에서도

"형태변경에는" 설립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회사가

474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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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설립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 475

이와 같이, 독일법상 조직전환 내지 형태변경에서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여부나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조직전환 또는

형태변경이라는 조직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회사설립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아니면 양도적

조직전환이냐에 따라(구법상의 조직전환의 경우) 또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냐에 따라(현행법상 형태변경의 경우)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의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의

길이 될 수 없다. 즉,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라는 기준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3)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

당시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전환에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만, 조직전환의 성격에

475 이와는 대조적으로, 합병에서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여부가 설립규정 적용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즉,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법상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보면, 흡수합병에

관하여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만

회사설립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는" 주식법 제 29 조 등의 설립규정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서독

주식법 제 353 조 제 4 항 첫째 단). 즉, 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만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따라서 이러한 설립절차에 회사법의 설립규정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고, 여기에

회사설립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도 신설합병 및

신설분할의 경우에 동일한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조직재편법 제 36 조 제 2 항,

제 135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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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설립추완절차에서의 회사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1) 문제점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설립규정을 조직전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은 조직전환을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구분하고, 양자에 있어서 설립규정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즉,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주식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 광산법상의 조합, 상호보험사단,

조합이 주식회사로 형태변경적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주식법의 회사설립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형태변경적

조직변경과 모든 양도적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유한회사법의 제 1 절(회사의

창립) 또는 주식법의 제 1 편의 제 1 장(총칙규정) 및 제 2 장(회사의 설립)이

적용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476

한편, 독일의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는 제 5 편 형태변경의 총칙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변경의 형태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을

규정하고(제 190 조 내지 제 213 조), 각칙부분에서는 상이한 기업형태의

특이성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 214 조 내지 제 304 조). 또한,

조직재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97 조). 477 이러한

476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및

2.2)(1) (조직재편법 제 197조의 의의)를 참조.

477 이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에서 말하는 회사설립규정은

유한회사법 제 1 절의 규정과 주식법 제 1 편 제 1 장 및 제 2 장의 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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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의 규정은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하는 새로운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기준이 조직전환제도에 의하여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범위가 이러한 목적에 필요불가결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구동독의 기업에는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 구(舊)조직전환법상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양도적 조직전환이냐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논의의 개관

당시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 478 하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보는

견해와479양도적 조직전환480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다.481

478 구(舊)조직전환법 하에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의 연혁에 관하여는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12 IV 2 b) 참조; 1995 년 1 월 1 일 발효된 새로운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은 양자를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는 개념하에

통합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

참조; 이전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 하에서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7 조 또는 제 58 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업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적 조직전환", 동법 제 59 조에 따라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을

유한회사로 조직전환하는 경우에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9 참조.

479 LG VIZ 1995, 425, 426; Spoerr, Treuhandanstalt und Treuhandunternehmen, S. 85 이하; Hommel-

hoff/Habighorst, ZIP 1992, 665, 669; Schießl, VIZ 1994, 377, 378.
480 BFH VIZ 1997, 253, 254는 나아가 조직전환령(Umwandlungsverordnung)에 따른 조직전환도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가정하고 있다; KG VIZ 1993, 113, 114; Hebing/Jaletzke, BB  1990 Bei-

lage 37, 5, 8; Purwin, VIZ 1991, 41, 42; Stute, VIZ 1994, 381; Weimar, DtZ 1991, 182 F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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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이 이전의 인민소유

차변재산의 이전에 관하여는 "양도적 조직전환"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사회주의적 기업체의 선재(Präexistenz) 및 구채무의 연속성에 관하여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과정의 "양면적 의미"를 단초로 삼는 Horn 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다.482 또한, K. Schmidt 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체로부터 유한회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9 조에서와 같은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특징을 갖고, 법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기업체로부터 유한회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舊)조직전환법 제 56a 조 이하, 제 57 조, 제 58 조의

양도적 조직전환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483

그 외에 세법적인 관점도 또한 이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484 1995 년 5 월 17 일의 Sachsen-Anhalt 주 재무장관의

편지에 의하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세법상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한다.485

(3) 사견

① 권리주체의 동일성 문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본질적 특징은 권리주체의 동일성의 유지에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의 새로운 조직재편법 아래서도 인민콤비나트

481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조직전환령의 규정이 양 형태에

대한 유사점을 보이므로, 명확하게 양도적 조직전환이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Hermanns, in: Hahn, S. 61).

48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10.
483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 참조.

484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12 IV 2 b), 특히 주) 77 참조.

485 Schreiben von 17. 5. 1995 des Finanzministeriums des Landes Sachsen-Anhalt, VIZ 1995,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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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인민기업과 설립추완중의 회사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486

동독법 아래서 인민콤비나트와 인민기업은 법인이었다. 487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은 이를 이어 받아, 인민콤비나트 및 인민기업을

조직전환능력이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민기업체들 중의 하나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헌법적 기초의 변화는 역시 이에 관련하여서도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었다. 인민콤비나트와 인민기업의 법인성을 규정하는

콤비나트령은 서독 기본법의 사회국가와 조화될 수 없는 사회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각인되었고, 따라서 통일조약 제 9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1990 년

10 월 3 일자로 실효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1990 년 7 월 1 일부터

콤비나트령의 적용과 해석은 사회주의 특유의 가치관을 제외한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야 했다. 488 따라서 동독 민법과 인민콤비나트의 법인성을

규정하는 그 밖의 법규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상의 법인으로서의

인민콤비나트의 성격에는 1990 년 7 월 1 일부터는 제한된 의미만이 부여될

수 있었다. 489 게다가 서독법은 권리주체로서 인민콤비나트나 인민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전환의 주체로서의 인민콤비나트 및

486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의 구별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조직재편법 아래서 극복되었다. 즉, 양자는 현행 조직재편법의 형태변경의 개념하에

통합되었다.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3. Aufl., §12 IV 2. a)에 따르면,

동일성논란(Identitätsdebatte)은 그 발달과정을 멈추었다고 한다. 독일 구(舊)조직전환법

아래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또는 양도적 조직전환으로 규정되었던 조직전환형태는 이제

원칙적으로 독일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0 조 내지 304 조에 따른 형태변경(Formwechsel)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현행 조직재편법 제 202조 제 1항 제 1호는 모든 조직전환의 경우에

"조직전환 권리주체는 조직전환결의에 규정된 법적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舊)조직전환법에서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규정방식이다.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그 변화) 참조.

487 콤비나트령은 구동독 민법 제 11조 제 1항과 결부하여 콤비나트령 제 3조 제 4항에 따라

콤비나트의 법인격의 법적 근거이다.

48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6 Rz. 42, 124 이하 참조.

489 Busche, in: RVI, B200 THG §1 Rz. 21; Weimar, BB 1991, Beilage 13, 17, Fn.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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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기업은 "시장경제하에서 통용되는 권리주체가 없는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국,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인민콤비나트와 인민기업의 성격을

위와 같이 보는 한, "경제적 동일성"은 차치하고라도,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권리주체의 동일성"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재산의 포괄승계 문제

양도적 조직전환의 본질적 특징은 재산의 포괄승계에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은 기존 인민기업체의

기금소유권(Fondsinhaberschaft)에 속하는 재산과 아울러

권리보유권(Rechtsträgerschaft)에 속하는 토지가 조직전환된 물적회사의

소유권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거나 양도적 조직전환이라면, 이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서는 그 개념정의상 재산양도가

문제될 수 없고, 490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재산양도를 포함한 법적 효과가

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조직전환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491 굳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재산양도적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의 의미에서의 재산이전이

조직전환법의 의미에서의 재산양도와 비교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인민콤비나트나 인민기업에서의 기금소유권 및 권리보유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신탁적 관리에 불과하고,492 또한, 인민소유권은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획일적인 국가소유권으로서, 새로운

490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3. Aufl., §12 IV 2. a) 참조.

491 독일 구(舊)조직전환법 제 5조, 제 44조 제 1항 둘째 단 참조.

49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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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황 아래서는 결국 해체되어야 했던 존재였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물적회사로의 재산양도라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른 재산이전은

민법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의 파생적 취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이전은 양도적 조직전환의 의미에서의 재산의 포괄승계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관리인지위(Verwalterstatus)"에서

"소유자지위(Eigentümerstatus)"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법적 성격의 양면성

일반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서독 조직전환법의

의미에서의 조직전환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단지 그것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 아니면 양도적 조직전환이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시 유효하던

서독 조직전환법의 의미에서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한 양도적 조직전환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인민기업은 오직 기금소유권과 권리보유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민기업은 그의 재산에 대하여 단지 "관리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민기업의 형태변경(Formwechsel)을 통해서는 단지 자기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기업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직전환된

회사에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불가결하게 될 것이고,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순수한 형태변경으로 평가할 수 없다. 493 형태변경적

493 그에 반해서, 조직전환령(Umwandlungsverordnung)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령에 따라서 조직전환된 회사는 따라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회사는 조직전환령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서 오직 기금소유권(Fondsinhaberschaft)만을 취득하였고,

권리보유권(Rechtsträgerschaft)은 신탁관리공사 규약(Statut)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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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전환에서는 형태변경 전·후의 기업 간의 권리주체의 동일성의 유지가

그 핵심적 요소인데,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는, 인민기업과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 간의 권리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포괄승계에 의한 재산양도가

그 핵심적 요소인데,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른

재산이전은, 포괄승계는 물론, 서독법의 의미에서의 재산양도와도 비교될 수

없다.494

이와 같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양도적 조직전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인민콤비나트(VEK)는 1990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회사법

아래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통용되는 기업주체(Unternehmensträger)가

없는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주체가 신탁관리법에 의해서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의

재산도 양도된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전환법의 규정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규정방식은 양도적 조직전환의 규정방식과 아주

유사하다. 즉, 1995 년 새로운 조직재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xxx 회사는 yyy 회사로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등기와 함께 ··· 회사의

재산은 ··· 이전된다"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495 또한, 인민기업체의

소유권이 서독 민법의 의미에서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영상 관리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민소유권으로부터 새로 성립하는 회사로의

재산양도가 필요불가결해 보인다. 따라서 굳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신탁관리공사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지배적 견해가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을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고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494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94 에 따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그

형태에 따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또는 간소화된 현물출자설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495 예를 들어, 주식법 제 381 조 첫째 단(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구(舊)조직전환법 제 44 조 제 1 항 둘째 단 (상법상의 인적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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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양도적 조직전환에 더 가깝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

여기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추완

절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회사법의 법리에 따라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그

법적 성격이 설립조합이냐, 설립중의 회사이냐 아니면 완성된 회사이냐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과 구(舊)조직전환법의 법리에 따라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그 법적 성격이 양도적 조직전환이냐 아니면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냐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새헌법

아래서 원래의 국영기업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로서의 지위와 설립업무를

집행하는 회사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그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전환에 회사의 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법적 성격이 양도적이냐 형태변경적이냐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권리주체의 동일성(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의 경우)과 재산의

포괄승계(양도적 조직전환의 경우)라는 요소를 검토한 결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을 절대적으로 어느 하나의 조직전환의 형태로 포섭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도적 조직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의

설립추완 절차에는 양도적 조직전환의 법리에 따라 각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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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서독 주식법 제 1 편 제 1 장 및 제 2 장(제 1 조 내지 제 53 조)이

적용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유한회사법 제 1 절(제 1 조 내지 제 12 조)이

적용된다.

2. 정관의 확정 또는 회사계약의 체결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서독 주식법 제 23 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에 의한

공증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서독 주식법상 정관을 확정하는 자를

발기인이라고 하며(제 28 조), 당시 주식법에는 발기인이 최소한 5 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주식법 제 2조).

서독 주식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서 정관정본에는 발기인, 주식의

액면가, 무액면 주식의 수, 발행가액과 각 발기인이 인수하는 수종의 주식을

기재하여야 하고, 동조 제 3 항에 따라서 정관은 회사의 상호(주식법

제 4 조)와 회사의 소재지(주식법 제 5 조), 기업의 대상, 자본금,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에 의한 자본금의 분할,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

무액면주의 경우에는 그 수, 수종의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각 종류의 주식의 수, 주식을 무기명으로 발행하는가 아니면 기명으로

발행하는가, 이사회 구성원의 수 또는 이 수가 결정되는 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동조 제 4 항에 따라서 회사의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규정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정관의 규정은 그것이 법에서 명백히 허용된 경우에만 주식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주식법 제 23 조 제 5 항 첫째 단). 또한, 주식법에

최종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한, 보완적 규정도 허용된다(동항 둘째 단).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2 조에 따라서 회사계약은

공증의 형식이 필요하였으며, 전 사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법

제 3 조에 따라서 유한회사의 회사계약은 회사의 상호(동법 제 4 조)와

소재지(동법 제 4a 조), 기업의 대상, 자본액, 각 사원의 출자액(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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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의 존립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사원이 추가적인 출자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계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 3조 제 2항).

2) 신탁관리법의 규정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제 15 조 제 1 항)과 자본구성에 관한

의제규정(제 15조 제 4항, 제 17조)에 의하여 회사는 잠정적으로 임시정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회사의 실체형성을 위해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회사의 정관(주식법 제 23 조) 및 회사계약(유한회사법 제 3 조)의

초안을 작성하고, 1990 년 10 월 31 일까지 신탁관리공사에 이를

제출하여(신탁관리법 제 20 조),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96 1990 년 10 월

31 일 이후에는 신탁관리공사는 발기인으로서 회사의 협력 하에 회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정관을 확정해야 한다(동법 제 20 조 제 3 항). 회사는 그

준비절차로서 1990 년 10 월 31 일까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신탁관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 20조 제 1항):

- 출자자본 또는 기초자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된 또는 필요한

증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규정에 상응하는 회사계약 또는

정관의 초안 (제 1호);a

- 인민기업체의 결산대차대조표와 조직전환 기준일의 개시대차대조표및

모든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 은행과의 합의사항과 또 다른 회사의

설립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승계에 관한 규정의 일람표(제 2 호).

대차대조표는 회계검사원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립보고서 및 인민기업체의 최종 영업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도

명시한 영업보고서(제 3호);

- 토지에 관한 명세서(제 4호).

496 Weimar, THG, § 21 Rz.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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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문제

신탁관리법 제 20 조에 규정된 기한설정은 제척기간의 설정이 아니다.

이러한 기간의 설정은 다만 설립추완중의 설립회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497 이 규정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는 약한 형태의 개입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권은

상위관청이 하위관청에 대하여 행사하는 공법상의 개입권은 아니다.498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공사가 개입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법규정의 규정방식으로 볼 때 이러한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신탁관리공사가 무제한의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신탁관리법상의 구속은 받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영진이 신탁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는 최소한 의무해태에 따른 법적귀결에 대하여 지적을 하거나,

업무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499

또한, 동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정관초안의 내용은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에 따른 정관의 내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설립추완중의 설립회사의 발기인 내지는 사원이 임시경영진이 아니라

신탁관리공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사원인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 민영화 이후에 회사의 인수자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500

497 Weimar, THG, §20 Rz. 1.
498 Weimar, THG, §20 Rz. 7.
499 Weimar, THG, §20 Rz, 8-9.
500 Priester, DB 1991,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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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구성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서독 주식법 제 29 조에 따라 발기인은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물론, 발기인이 자본금 전부를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한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발기인에 의한 모든

주식의 인수에 의해서 주식회사는 창립되며(서독 주식법 제 29 조), 이로써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신청 이전에 각 주식에

대하여 청구된 금액이 규정대로 납입되어야 하는데(동법 제 36 조 제 2 항),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청구되는 금액이 최소한 최소발행가액의 4 분의 1 이

되어야 한다(동법 제 36a 조 제 1 항). 또한, 현물출자는 완전히 납입되어야

한다(동법 제 36a 조 제 2 항 첫째 단). 일인설립의 경우에는 청구된 액수를

초과하는 금전출자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 36조 제 2항 둘째 단).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신청 이전에 최소한의 출자가

이행되어야 한다.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각 출자에 대하여 4 분의 1 이

납입되어야 하며(서독 유한회사법 제 7 조 제 2 항 첫째 단),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출자지분의 총액을 포함하여 납입된 금전출자의 총액이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자본의 절반이 되어야 한다(동법 제 7 조

제 2 항 둘째 단). 현물출자는 회사의 등기신청 이전에, 업무집행자가

최종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동법

제 7 조 제 3 항). 현물출자설립의 경우에는 회사계약의 기재(유한회사법

제 5 조 제 4 항 첫째 단), 현물출자설립보고(동법 제 5 조 제 4 항 둘째 단),

재산평가 자료(동법 제 8 조 제 1 항 제 5 호), 등기법원의 검사(동법 제 9c 조

제 1항 둘째 단), 과대평가 시의 책임(동법 제 9조 제 1항), 은닉된 현물출자

(동법 제 19조 제 4항 첫째 단)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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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공사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에 따라서 직접 법률규정에

의해 그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재산은 동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서 각각의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이전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은 회사의 정관이 확정될 때까지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초자본 또는 출자자본 및 주식

또는 출자에 관하여 일종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4 항,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추완 절차의

일환으로서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계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탁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동법 제 20 조 제 1 항), 이 초안에는 최종적인 자본구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관을 포함하여 설립추완이 이행이

등기되고 (동법 제 21 조 제 3 항), 상호에서 "추완중"이라는 부대명칭이

삭제되면, 회사의 자본구성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자본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1990 년 7 월 1 일 현재 구동독

지역에 본점이 있는 기업체의 재고조사,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1 조 제 1 항),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동법 제 1 조 제 1 항에 따라

재고조사와 독일마르크화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를

지는 기업에 속한다(동법 제 1 조 제 2 항 제 2 호). 이 법에 따라

독일마르크화개시대차대조표는 구동독마르크화결산대차대조표로부터 통화의

환산을 통해서 도출하지 않고, 자산재평가(Neubewertung; 동법 제 7 조

제 1 항 첫째 단)를 통하여 새로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자산의 재평가는

역사적 원가 대신에 시가를 최고한도로 재조달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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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 또한, 조정채권과 결산지원 501 을 통하여 채무초과를 피하고,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한 기업의 충분한 자본구성을 도모하였다.502

재산이전에 관하여는 재산귀속법에 의한 확정절차를 유의하여야

한다.503

3) 법적 문제

구동독의 인민기업은 그 경제체제의 성격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504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구신용공여(Altkredite)로 인한

채무부담으로부터 구제하는 문제가 커다란 법정책적 과제로 되었다.505 이와

501 결산지원(Bilanzierungshilfe)라 함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는 차변에 기입할 수 없는

자산가치를 일정한 과도기 동안 차변에 기입할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7 Rz. 11.

50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7 Rz. 11;
503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9. März 1994 (BGBl. I S. 709) (BGBl. III 105-7); 이 법은 통일조약

제 21 조와 제 22 조, 지방자치단체재산법(KVG)과 결부하여 통일조약 제 21 조와 제 22 조,

신탁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규정에 의하여(kraft Gesetzes) 양도된 재산을 누가,

어느 범위에서 취득하였는가를 확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04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영업이익이 포괄적으로 기업 외부로 유출되었고,

사용연한은 길게 정하여졌으며, 대체투자는 부족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본구성은 극도로

빠듯하게 유지되었으며("Prinzip der knappen Dotierung"), 자본조달은 강제적으로 국가

은행기구를 통한 신용공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Prinzip der Zwangskreditierung"). 이에

의하여 은행기구는 계획수행의 감독기능을 수행하였다(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0 Rz. 6 ). 이렇게 영업이익을 빼앗긴 기업들은 상호 간에 또는 은행기구에

대하여 고도로 대량의 부채를 졌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은 인민재산에 속하였으므로,

결국 국가가 채무자이면서 채권자였다(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18); Reiß 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D-Markbilanzgesetz)에 따른 독일마르크화

개시대차대조표의 목표 중의 하나로서 "체제조건적인 채무초과의 청산"을 들고 있다. Reiß,

Grundzüge und Besonderheiten der DM-Eröffnungsbilanz, in: Hahn, Investitonsort neue Bundesländer,

203 참조.

505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0 Rz.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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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채무면제령 506 은 사례별로 507 개별기업의 구채무부담을

면제하였다.508 또한,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은 제 24 조 내지 제 26 조에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자본구성과 채무초과의 제거를

위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조정채권(제 24 조:

Ausgleichsforderung)과 조정채무(제 25 조: Ausgleichsverbindlichkeit)를 통하여

이러한 기업체 간에 자산과 구채무부담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재분배하였으며, 509 또한, 출자금채권(Einlagenforderung)을 통하여 이러한

506 Verordnung über Maßnahmen zur Entschuldung bisher volkseigener Unternehmen von Altkrediten

(Entschuldungsverordnung) vom 5. Mai 1990 (GBl. I S. 1435).
507 독일연방은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의 규준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서 구채무에 의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은 시종일관 "개별 사안별

채무면제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를테면, 신탁관리공사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탁관리기업의 이자지급을 떠맡았다. 이에 따라 구채무로 인하여

회생에 실패한 기업은 없다고 한다. Deutscher Bundestag, Drs. 13/5064, S. 3 참조.

50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73 이하 참조.

509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된 물적회사 중 1990 년 7 월 1 일 현재 신탁관리청이

100 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물적회사는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 결손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즉, 신탁관리청 또는 모회사)에

대하여 결손액만큼의 채권을 취득한다(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 조 제 1 항 첫째

단). 이를 조정채권이라고 한다. 지분권자는 확정된 개시대차대조표의 제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해당 회사가 회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권자는

이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동항 둘째 단). (Unternehmen, die als bisher volkseigenes 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m ihrer Tochterunternehmen zur Privatisierung oder dem Staat, den Ge-

meinden, Städten, Kreisen, Länder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unentgeltlich übertragen wurden

und sich am 1. Juli 1990 noch in deren alleinigem Anteilsbesitz befand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Außenhandelsbetriebe od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erhalt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daß sie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ausweisen

müßt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gesondert auszuweisende verzinsliche Forderung (Aus-

gleichsforderung) in Höhe des Fehlbetrags, wenn der Schuldner die Ausgleichsforderung nicht inner-

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 ablehnt. Er hat sie abzu-

lehnen, wenn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이에 반하여, 이러한 물적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자본금이 1990년 7월 1일자로 이전된 부동산의 금액을 뺀 유형자산

금액에 상응하는 자본금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초과액만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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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이 법정최소자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26 조). 510

신탁관리공사는 이러한 조정채권의 거부, 또는 해당 기업의 해산 결의나

포괄집행의 신청을 통하여 회생가능한 기업과 해산되어야 할 기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업체의 경우에는 법정최소자본의 조달과

보호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자기자본구성을 갖춘 적정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은

임시적인 이익준비금의 구성을 통하여 또 하나의 재무구조개선책을

제공하고 있다(제 31 조 제 1 항). 511 이러한 이익준비금은 뒤따르는

표시해야 하는 조정채무를 부담한다(동법 제 25조 제 1항 첫째 단). (Ergibt sich bei der Auf-

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von in § 24 Abs. 1 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 daß ein höheres

Eigenkapital auszuweisen wäre, als es dem für das Sachanlagevermögen auszuweisenden Betrag, ver-

mindert um den für den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en Grund und Boden auszuweisenden Betrag,

entspricht, so werden sie in Höhe des übersteigenden Betrags mit einer gesondert auszuweisenden

Ausgleichsverbindlichkeit belastet).
510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6 조 제 1 항에 따라 산출된 자기자본이 인수자본의 구성에

충분하지 못하면, 그 결손액을 미납출자금으로서 차변에 비유동자산의 앞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그 기업의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최소납입금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았으면, 결손액의 납입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시대차대조표의 확정기한 내에 지분권자가 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또는

이 기간 안에 포괄집행의 개시가 신청되면, 이 청구권은

소멸한다(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6조 제 3항) (Reicht das nach Absatz 1 ermittelte Ei-

genkapital abzüglich der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Abs. 5 Satz 3 und der vorläu-

figen Gewinnrücklage nach § 31 Abs. 1 Satz 2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nicht aus, so ist

der Fehlbetrag als Ausstehende Einlage auf der Aktivseite vor dem Anlagevermögen gesondert aus-

zuweisen. Für die Einzahlung des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

chen Vorschriften. Ist die Mindesteinzahlung nicht vollständig bewirkt, gilt der Fehlbetrag als einge-

fordert. Die Forderung entfällt, wenn der Anteilseigner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beschließt oder innerhalb dieser Frist die Eröffnung der Ge-

samtvollstreckung beantragt wird. § 24 Abs.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9 Abs.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st nicht anzuwenden).
511 금융기관이나 대외무역기업이 아닌 기업은 이익준비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88 -

회계연도에 상각되어야 한다(동조 제 2항 내지 제 4항).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상되는 이익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자기자본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용도도 또한 강화된다.512

1. 무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 중 무형자산은 기업의 취득자가 기업의 계속 시

총매매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자산목적물에 대하여 책정하였을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영업가치 또는 상호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2. 상법 제 269 조 제 1 항에 따른 영업의 개시와 확장 비용은 차변에 기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1990 년 3 월 1 일 이후에 한 조치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조치가 포함된다.

3. 제 3 자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투자 목적으로 부여된 보조금, 지원금 및 기타의

재산적이익은 개시대차대조표 작성기한의 만료전까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투자위탁이

된 경우에는 차변에 기입할 수 있다.

첫째 단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따라서 차변에 기입된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대변에 구성하여야 한다. 이 이익준비금은 차변에 기입된 금액이 상각될 때까지

임시이익준비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Unternehmen dürfen, wenn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folgende Maß-

nahmen treffen, um eine Gewinnrücklage bilden zu können:

1. Die nicht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ürfen mit dem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Erwerber des Unternehmens bei dessen Fortführung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ansetzen würde. Ein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 269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aktiviert werden. Dazu gehören alle Maßnahmen, die nach dem 1.

März 1990 ergriffen wurden und geeignet si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s Unternehmens herzu-

stellen.

3. Zuschüsse, Beihilfen und andere Vermögensvorteile, die oh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von

Dritten für Investitionen gewährt werden, dürfen aktiviert werden, sofern der Auftrag für die Investiti-

on bis zum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bindlich erteilt worden ist.

In Höhe der nach Satz 1 Nr. 1 bis 3 aktivierten Beträge ist auf der Passivseite eine Gewinn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Tilgung der aktivierten Beträge als vorläufige zu bezeichnen ist).
512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72.



- 189 -

4. 기관의 구성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창립(모든 주식의 인수)과 동시에

발기인이 최초의 감사회의 구성원과 첫 번째 회계년도 내지 잔여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인을 선임한다(주식법 제 30 조 제 1 항 첫째 단). 이어서

감사회는 최초의 이사회를 선임한다(동법 제 30 조 제 4 항). 변태설립의

경우에는 감사회의 선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 31조).

최초의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감사회가 최대 5 년의 임기로 선임한다(동법 제 84 조 제 1 항). 요구되는

이사회의 구성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급박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성원을 선임한다(동법 제 85조 제 1항).

유한회사에는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있어야

한다(유한회사법 제 6 조 제 1 항). 업무집행자는 사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선임될 수 있으며(동법 제 6 조 제 3 항 첫째 단), 그 선임은 회사계약에서나

또는 유한회사법 제 3 절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동법 제 6 조 제 3 항

둘째 단).

2)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법에는 최종적인 기관의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513

3) 법적 문제

조직전환된 물적회사는 최소한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할 때까지는 동법 제 16 조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513 임시기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 절 I.3. (임시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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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시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514 한편, 신탁관리법에는 최종적인

기관의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회사설립의 추완의 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최종적인 기관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Weimar 는 이미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의 설립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임시기관이 선임되었고, 이들의

임기가 때로는 그 회사가 민영화될 때에 비로소 끝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적었다고 한다.515 이에 반하여,

Horn 은 최종적인 이사의 선임은 입법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설립절차의

필연적인 구성요소라고 하며, 516 통상적으로 신탁관리법 제 21 조에 따른

등기 이전에 최종적인 기관이 선임되었다고 한다.517

이사의 선임문제와는 무관하게, 감사회의 경우에는 주식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기관이 그 선임을 준비하였다. 518 이때, 일반적인 설립의 경우와

변태설립의 경우에는 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었다(주식법 제 30 조,

제 31조).

5. 설립보고와 검사보고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서독 주식법 제 32 조에 따라서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설립과정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보고는 서독 주식법 제 33 조 이하에 따른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설립검사의 기초가 된다.

514 Weimar, THG, §16 Rz. 2-4 참조.

515 Weimar, THG, §19 Rz. 10.
51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1. Aufl., S. 342.
517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52.
518 Weimar, THG, §19 Rz.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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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은 설립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주식법

제 33 조 제 1 항).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검사인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 2 항). 검사인의 보고서는 각각 한

부씩 법원과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누구나 법원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동법 제 34조 제 3항).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의 검사 및 설립검사인에 의한 검사는 주식인수,

기초자본에 대한 출자지분 및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발기인의 진술이

정확하고 완전한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가치가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이나 그 대가로 부여하는 급부의 가치에 달하는가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동법 제 34조 제 1항).

유한회사에서는 현물출자설립의 경우에 사원이 현물출자설립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에서는 특히 현물출자에 대한 급부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유한회사법 제 5조 제 4항 둘째 단).

2)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법은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할 때는

설립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1 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 519

3) 법적 문제

먼저,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라서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설립보고서(제 3 호)와 관련하여, 여기서의

설립보고서가 주식법 제 32 조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519 독일 물적회사법상 통상적인 회사설립에서의 설립보고에 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 32 조,

설립검사에 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 33조 내지 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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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립보고서는 신탁관리법 제 20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된

설립보고서를 의미하는데, 520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요구되는

설립보고서에 관한 서독 주식법 제 32 조의 규정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521왜냐하면, 설립보고서의 의의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대한 급부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522 이 기능은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19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의 재산재평가에 대한 주석 523 과 구동독 마르크화로 표시된

결산대차대조표에 관한 비교명세서524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충족된다.

또한, 검사보고서에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검사보고서가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요구되는 설립검사에 관한 서독 주식법 제 33조 제 2항

제 4 호,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설립검사보고서를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525

이 조에 규정된 검사보고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요구되는

설립검사에 관한 서독 주식법 제 33 조 제 2 항 제 4 호,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설립검사보고서가 아니고, 서독 상법 제 321 조,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34 조 제 5 항에 따른 결산검사인의 보고서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립보고서에 관한 요구조건이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족되듯이, 설립검사도 이

520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51.
52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7.
522 Weimar, THG, §19 Rz. 6.
52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7 및 Rz. 151; Weimar, THG, §19 Rz. 6.

524 Weimar, THG, §19 Rz. 6; 금융기관 또는 무역기업은 부속명세서에 이러한 비교명세서를

부록으로서 첨부해야 한다(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0 조 첫째 단). 구법에서는 모든

기업에 이러한 비교명세서의 작성의무가 있었으나, 민영화장애제거및투자촉진법

(Hemmnisbeseitigungsgesetz)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업에 한정되었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7 Rz. 37 참조.

525 Weimar, THG, §21, Rz.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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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회계검사에 의해서 충족되기 때문이다. 526 Busche 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33 조 제 2 항 527에 따른 선택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별도의 설립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단, Busche 는

Horn 과는 달리 변태설립에 적용되는 독일 주식법 제 32 조(설립보고), 독일

유한회사법 제 5 조 제 4 항 둘째 단(변태설립보고) 및 영업보고서에 관한

독일 상법 제 28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528

그 외에 서독 주식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회

구성원에 의한 설립검사도 요구된다.

6. 상업등기부에의 등기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주식회사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1 항의 반대해석). 모든 발기인,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회

구성원은 그 회사의 소재지의 등기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서독

주식법 제 36 조 제 1 항). 등기의 신청에는 특히 정관, 변태설립에 관한

계약과 회사가 부담하는 설립비용의 계산, 이사회와 감사회의 선임에 관한

증서, 이사회와 감사회 및 설립검사인의 설립보고서 및 검사보고서,

허가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주식법 제 37조 제 4항).

등기법원은 회사가 규칙에 맞게 창립되고, 등기신청이 되었는지

검사한다(주식법 제 38 조 제 1 항). 또한,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설립보고서

52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51; Weimar, THG, §21, Rz. 4.
527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1990 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시기에 새로 설립되거나, 법에 의해서 또는 결의에 기초하여 사법상의 법적

형태로 조직전환된 회사의 경우에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33 조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의 검사에 설립검사나 조직전환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에도 적용된다.

528 Busche, in: RVI, B200 THG §20 Rz.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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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설립검사보고서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거나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등기는 거부될 수 있다(동조 제 2 항 첫째 단).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가 과대평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항 둘째 단).

등기 전에는 오직 소위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 등기 후에 비로소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주식 또는 임시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기 전에

발행된 주식 또는 임시증서는 무효이다(주식법 제 41조 제 4항 둘째 단).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자에 의해서 회사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구역의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유한회사법 제 7 조 제 1 항,

제 78 조 제 1 항). 이 등기신청에는 회사계약, 업무집행자의 자격, 사원명부,

현물출자설립보고서, 재산평가자료, 허가증서, 최소납입의 담보,

업무집행자의 대표권한, 국내 영업주소,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활동이

유한회사법 제 6 조 제 2 항과 제 3 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는 보증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 8조 제 1항 내지 제 4항).

등기법원은 형식적 검사권 외에 실체적 검사권을 갖는데, 후자는

회사의 강행적 법정 설립요건에 대한 검사권을 포함한다. 또한, 법원의

검사권은 출자가치나 산정가치가 목적물의 진정한 가치에 상응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미치며,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된 경우에는 등기를 거절해야

한다(유한회사법 제 9c 조 제 1 항 둘째 단). 회사계약의 규정에 하자가

있거나, 흠결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법원은 유한회사법 제 9c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확정적으로 열거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1항의 반대해석). 즉,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2)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직권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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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시 기관은 물적회사법에 따라 회사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이행하고(동법 제 19 조 이하), 상업등기부에 그 이행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 21 조 제 1 항). 529 신탁관리기업의 협력하에 신탁관리공사에

의하여 회사계약이 체결되거나 및 정관이 확정되는 경우에는(동법 제 20 조

제 3항), 신탁관리공사가 등기신청을 주도한다(동법 제 21조 제 2항).

이러한 등기신청에는 서독 주식법 내지는 유한회사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등기신청에 준하여 등기의 필요적 구성요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회사계약 내지는 정관, 설립보고서 및 검사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들 수 있다. 통상적인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사원과

대표기관의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530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신청에는

회사계약 내지는 정관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이는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승인된 최종적 형태의 정본이어야

한다. 특히 이 등기에는 비로소 잠정적으로 의제된 것이 아닌, 최종적인

자본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531

물적회사의 등기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등기법원이

물적회사의 기존의 상호에서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을 삭제함으로써

등기가 이행된다(동법 제 21 조 제 3 항).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이 등기도

동법 제 15 조에 따른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처럼 선언적 효력을

갖는다.532

529 독일 물적회사법상 통상적인 회사설립에서의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 36조 제 1항, 37조, 독일 유한회사법 제 7조 제 1항, 제 8조 참조.

530 Weimar, THG, §21 Rz. 2.
531 Weimar, THG, §21 Rz. 3.
532 그러나 Weimar 는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의 삭제는 상업등기부의 정정으로서

선언적 효력을 갖지만, 부가명칭의 삭제와 함께 물적회사가 법인으로서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Weimar, THG, §21 Rz.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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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문제

신탁관리법은 회사가 어떠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부가명칭이 삭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명칭을

삭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회사 등기의 법적 전제조건이 존재하면"이라는

것은 물적회사법의 실체법적 등기요건에 대한 묵시적 참조지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533

그리고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정 등기요건의 존재는

등기법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4 즉, 등기요건에 관한

물적회사법의 규정은 등기법원에 의한 등기요건의 검사를 강행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요건에 관한 물적회사법에 대한 참조지시가

등기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참조지시는

불완전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신탁관리법 제 21 조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 삭제되면, 비로소 법적거래에서 조직전환된 회사가 그 정관에

명시된 기초자본 또는 출자자본을 실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정된다. 535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의

등기가 일반 회사법에서의 설립등기와 같이 창설적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536

7. 등기 전의 회사의 법률관계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와 설립추완절차의 이행의 등기를 통하여 회사의 실체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일반 물적회사에서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의

533 Weimar, THG, §21 Rz. 7.
534 Weimar, THG, §21 Rz. 8.
535 Weimar, THG, §21 Rz. 9.
536 이 장 제 6절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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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로부터 완성된 회사의 법률관계로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견해들이 대립하였다. 537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일반 회사법에서 논의되는

등기 전의 회사의 법률관계, 즉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가 설립추완중의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설립등기 전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발기인과 업무집행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일반 회사법상의 문제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기관의 업무집행행위와 관련하여도 문제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등기 전 회사기관의 대표권의 범위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설립중의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를 지며,

회사재산을 가지고 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538 이에 따라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회사 설립등기의 시점에 회사의 자본구성이 훼손되어 있어서는

안되며,539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설립에 필요불가결한 비용 외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전부담금지설(Lehre vom Vorbelastungsverbot)이 오랫동안 학설과

판례를 지배하였다.540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히 금전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 업무집행자의 대표권한의 범위를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한정하였다. 541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 판례(BGHZ 80, 129, 139)에 따르면,

537 이 절 II.1.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 참조.

538 Hueck/Fastrich, in: Baumbach/Heuck, GmbHG, §11 Rz. 21.
539 이를 온전성의 원칙 또는 불훼손의 원칙(Unversehrtheitsgrundsatz)이라고 한다.

Hueck/Fastrich, in: Baumbach/Heuck, GmbHG, §11 Rz. 4 및 53 참조.

540 Hueck/Fastrich, in: Baumbach/Heuck, GmbHG, §11 Rz. 54;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S. 300 참조.

541 Hueck/Fastrich, in: Baumbach/Heuck, GmbHG, §11 Rz. 10,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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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설립에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한정되지만, 회사계약(정관) 및 그 밖의 사원의

위임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사전부담금지설을 포기하였다.542 나아가 설립중의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의

대표권은 서독 유한회사법 제 35 조(업무집행자에 의한 대표),

제 37조(대표권한의 제한)의 의미에서 무제한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543

서독법상 설립중의 회사에서의 업무집행자의 대표권한의 범위는

법률규정, 회사계약(정관) 및 그 밖의 사원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결정된다. 544 즉, 업무집행자의 대표권한은 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는 출자의 납입(서독 유한회사법 제 7 조

제 2 항, 제 3 항) 및 등기(동법 제 7 조 제 1 항, 제 8 조)와 관련된 행위가

포함된다. 나아가 회사계약(정관)에서 그 대표권한을 확장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정관에서 현물출자에 관하여 합의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유지 행위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출자의 대상물인 경우에는 제한없이 영업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른 무제한의 대표권한에 상응한다.545 이러한 위임은

금전출자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대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요구된다. 546 또한, 회사계약(정관)에 의하지 않고, 모든

542 이 판결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에 금전출자가 합의된 경우에도 전 사원의

위임에 따라 업무집행자가 회사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를 진다. 이러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과 채무는 유한회사의 등기와 동시에 이 회사로 이전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부담금지의 포기에 관하여는 사전부담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2 항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명백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최근 학설들은 이를 주식회사에도

전용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Baumbach/Hueck, GmbHG, §11 Rz. 55 참조.

543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63.
544 Baumbach/Hueck, GmbHG, §11 Rz. 19 참조.

545 BGHZ 45, 343; 65, 382; 86, 125f.
546 Baumbach/Hueck, GmbHG, §11 Rz.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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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영업행위를 전면적으로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여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547

(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기관의 대표권의 범위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의 기관의 대표권의 범위 문제에 대하여는

신탁관리법의 규정,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및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대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와 완성된 회사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548 그렇다면,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지위에서는 그 기관의 대표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고, 완성된 회사로서의 지위에서는 그

기관의 대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그 타당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

다음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549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이 양도적 조직전환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이는 간소화된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에서는 그 대표권한이 서독 유한회사법 제 35 조 이하에 따른

대표권한과 일치한다. 550 또한, 실제로 신탁관리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547 BGHZ 80, 129, 139.
548 이 절 II.1.2)(4)② (사견) 참조.

54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10 참조. 그에 의하면,

차변자산(Aktivvermögen)의 이전에 관하여는 양도적 조직전환(übertragende

Umwandlung)으로서의 구성요건으로, 구채무(Altschulden)에 관하여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formwechselnde Umwandlung)의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550 BGHZ 45, 343; 65, 382; 86, 125f.; Baumbach/Hueck, GmbHG, §11 Rz. 19; Hüffer, AktG, § 41 Rz. 6;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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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기업체의 영업활동을 중단없이 계속 영위하였다. 551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기관의 대표권에는 제약이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신탁관리법은 이사회구성원 및 업무집행자의 지위 및 책임에 관한 서독

주식법의 규정과 유한회사법의 규정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발기인책임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서독 물적회사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회사 설립등기

전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설립등기 시점에 설립중의 회사의 자산이 자본금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설립등기 전

단계에서의 손실전보책임(Verlustdeckungshaftung)과 설립등기 이후의

사전부담책임(Vorbelastungshaftung)으로 구성된 일원적인

발기인책임(Gründerhaftung)을 확립하였다.552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553 독일연방대법원은 사전부담금지설 554을

포기하고, 소위 사전부담책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로 인하여 회사의 설립 시점에 회사의 자본금과 회사자산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551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4.
552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23.
553 이 절 II.7.1) (등기 전 회사기관의 대표권의 범위) 참조.

554 BGHZ 65, 378, 382 이하; 72, 45; 80, 129; 91, 14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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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청산책임을 진다(무제한의 내부적 분할책임).555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설립등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한의 인적 외부책임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원은 출자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설립중의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채무액을 한도로 자신의 사적재산을 가지고

인적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책임은 법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련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556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유한책임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소위

"손실전보책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557 이에 따라 미납 출자금액에

한정되었던 이제까지의 인적인 외부책임 대신에,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무제한의 내부적 분할책임이 도입되었다. 즉,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만 내부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책임액은

자기출자액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연대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채무를 진다. 558 이로써, 등기 전후를 아우르는 일원적인

발기인책임이 확립되었다.559

한편, 형식에 맞는 회사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회사설립을 의도하지 않았던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unechte Vorgesellschaft)나,

555 BGHZ 80, 129, 140ff; 이 책임은 서독 유한회사법 제 9 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물출자에

관한 차액책임(Differenzhaftung)을 기반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등기신청시에

현물출자의 가치가 인수된 출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원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56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22 참조.

557 BGHZ 134, 333; 이에 대하여 외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학설(Binz, Haftungsverhältnisse,

S. 233 이하; Huber, Die Vor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S. 282 이하; Lutter/Hommelhoff,

GmbHG, §11 Rz. 7; Weimar, GmbHR 1988, 289, 294 f.; Dreher, DStR 1992, 33, 35)과 무제한의

사원책임을 지지하는 학설(BSG, DB 1986, 1291; Flume, Die werdende juristische Person, S. 33 f.;

John, Rechtsperson, S. 324; K. Schmidt, OHG, S. 317 이하; K. Schmidt, NJW 1981, 1345, 1347;

Theobald, Gründerhaftung, S. 113, 121 이하)이 대립하였다.

558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23 및 56 참조.

559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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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후에 회사설립을 포기한 실패한 설립중의 회사(fehlgeschlagene Vorge-

sellschaft)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이 무제한 책임이 인정된다. 560 또한,

설립중의 회사가 등기에 실패한 후에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로서 계속

운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61 이에 따라 등기가 지체 없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되었는가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불가결하다.562 이러한 회사에 대하여는 각각 그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합명회사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563

(2)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의 발기인

서독 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기인이 동시에 지분소유권자이다. 564

신탁관리법에 따른 인민콤비나트와 독립된 인민기업체의 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공사가 이런 의미에서의 발기인이다. 또한, 인민콤비나트에 소속된

콤비나트인민기업의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그 소속 인민콤비나트로부터

성립된 주식회사가 발기인이다.565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신설합병 및 신설분할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권리주체(übertragender Rechtsträger)가 발기인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566 그에

560 OLG Celle OLG Report 1996, 139 참조.

561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43.
562 Hopt,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Band II, S. 265.
563 BGHZ 80, 129, 142; Baumbach/Hueck, GmbHG, §11 Rz. 29 f;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18 f.; Lutter/Hommelhoff, GmbHG, §11 Rz. 9;  Meyke, Haftung des GmbH-Geschäftsführers, S.

169;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43.
564 독일 주식법 제 29조; 독일 유한회사법 제 2조 둘째 단 참조.

565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2 참조.

566 독일 조직재편법 제 36조 제 2항 둘째 단, 제 135조 제 2항 둘째 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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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서, 지분소유권자는 원래회사의 지분소유권자이다. 567 따라서 여기서는

발기인과 지분소유권자가 분리된다.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기업체와 관련하여서는

신탁관리기업분할법에서 이와 비슷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 법은

신탁관리기업의 분할에 따른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는 그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3 조 첫째 단), "양도하는 회사는 발기인과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둘째 단). 여기서도 역시 발기인과 지분소유권자의 분리가

일어난다. 신탁관리기업분할법에 따른 회사분할이 현행 조직재편법에 따른

회사신설분할과 비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규정은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은 서독 유한회사법

제 9a 조(설립책임)와 서독 주식법 제 46 조(발기인의 책임)에 따른 책임은

신탁관리공사 및 새로 성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3조 셋째 단).568

(3)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의 발기인책임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완성된 회사로 보면, 등기 이전의 사원의

인적책임을 논하는 의의와 목적은 무의미해진다. 569 그러나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 아직

등기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검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검사는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의 등기절차에서 비로소 이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 영리적 기업 활동을 계속

567 합병에서는 독일 조직재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서 분할에서는 독일

조직재편법 제 131조 제 1항 제 3호와 결부하여 제 135조에 따라서.

568 다만, 신탁관리기업분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책임과 발기인의 책임은 여기에서

검토하는 등기 전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569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98 참조.



- 204 -

영위하였다.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법적

성격이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측면을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회사에 관하여 발기인책임의 적용을 부인해야 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없게 된다.570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라서 완전한 회사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 조 내지 제 26 조의 특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571 이에 따르면 1990 년 7 월 1 일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기자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그 결손액만큼의 조정채권을

취득한다(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법 제 24 조 제 1 항 첫째 단).572 따라서 일견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는 발기인의 사전부담책임이나 손실전보책임이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의 규정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는

1990 년 7 월 1 일을 그 기준일로 하여 작성되고, 이에 따라 조정채무도 이

날에 취득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의 구채무(Altschulden) 573와

570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주식회사로의 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는 당시의 서독

주식법 제 385a 조는 이러한 조직전환은 연방법 또는 주법이 이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 2 항), 특히 주식회사의 정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정할

것인가, 누가 주식을 취득하는가, 누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연방법 또는 주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 3 항). 이렇게 발기인의

확정문제를 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법이 발기인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지는 몰라도, 그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71 BGH ZIP 99, 281.
572 조정채권 및 조정채무에 관하여는 이 절 II.3.3) (법적 문제) 참조.

573 구채무는 1990 년 6 월 30 일 기준 독일마르크화결산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모든 채무로서,

독일마르크화개시대차대조표에 2 대 1 의 비율로 인수되었다(신탁관리공사자금차입법

제 1 조 제 1 항 셋째 단). 통일조약은 독일마르크화개시대차대조표가 확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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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의 특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사전부담책임 또는 손실전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겠지만, 기준일

이후의 신채무(Neukredite)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이러한 책임이 문제로 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탁관리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24 조에 따른 조정채권이 거절된 경우(동조 제 1 항 둘째 단)에는, 이러한

기업의 최종적 등기(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는 좌절되고,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해산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전보책임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아울러,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손실전보책임이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법상 하자있는 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해산으로 귀결되고, 회사의 최종적

등기(신탁관리법 제 21 조)는 좌절된다. 그렇다면,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 조 내지 제 26 조의 특별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회사법에 따라 손실전보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발기인이

이러한 해산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그 기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 내지는 실패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 내지는 실패한 설립중의

회사의 문제는 특히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하자 있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 문제로 될 수 있다. 즉, 사실분할된

회사나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15 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설립추완중의 회사로서 그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574

그 등기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사후에 등기의사를 포기하였다고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부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있다(통일조약 제 25조 제 7항).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77 및

40 참조.

574 이러한 하자있는 회사에 관하여는 이 장 제 6 절 III.1.3)(1)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 및 2.2)(5)② (행정재산: 하자있는 조직전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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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나 실패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발기인의 인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좌절된 설립중의 일인회사(gescheiterte Einmann-Vorgesellschaft)의

법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설도 있다.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설립중의 일인회사는 등기가 좌절되어도, 일반적인 설립중의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그 모든

채권과 채무는 다시 사원에게 귀속된다. 575 그리고 납입된 재산목적물은

포괄승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기인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설립중의 일인회사인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576 그러나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일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좌절된

설립중의 일인회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신탁관리법 제 22 조는 동법 제 19 조와 제 21 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1991 년 6 월 30 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위자책임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회사의 등기 이전에 회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자는 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1 항 둘째 단, 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2항). 이러한 책임을 행위자책임(Handelndenhaftung)이라고 한다.

행위자책임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행위자" 개념을 축소함에

따라, 이제는 오직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또는 대표기관인

575 LG Berlin GmbHR 1988, 71; Lutter/Hommelhoff, GmbHG, §11 Rz. 24;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48;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44.
576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5; Timm, ZIP 1991, 413, 419 Fn.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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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만이 행위자에 해당된다.577 이에 따라 신속하게

회사를 등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행위자책임의 본래의 기능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행위자책임은 등기가 좌절된 경우나,

또는 행위자의 대리권의 흠결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게 되었다.578

조직전환에서는, 조직전환결의와 조직전환의 등기의 사이에는 기존의

회사가 존속하고, 이 회사의 기관이, 비록 장래의 회사의 계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업무를 집행한다. 579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전환에 있어서도 설립중의 회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이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11조 제 2항의 행위자책임이 개입될 수 있다.580

행위자가 의무에 따라서 행위한 때에는, 서독 민법 제 611조(고용계약의

본질), 제 675 조(유상 사무관리), 제 670 조(위임인의 비용상환)에 따라

행위자에게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귀속된다. 581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발기인에 대한 구상권은 부인된다. 582 그러나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업무집행자가 사원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583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 한 경우에는, 회사도

역시 책임을 진다. 이런 경우에는, 행위자는 보증인의 경우나 또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처럼 부수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행위자책임

577 BGHZ 47, 25; 65, 378; 72, 45, 46; 80, 129, 135; BGH ZIP 1983, 933.
578 Hopt,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Band II, S. 264.
579 Priester, in: Scholz, Anh. Umw. §47 UwmG. Rz. 24.
580 Priester, in: Scholz, Anh. Umw. §47 UmwG. Rz. 25.
581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49a.
582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49a; Lutter/Hommelhoff, GmbHG, §11 Rz.

22; Ulmer, in: Hachenburg, GmbHG, §11 Rz. 123.
583 Flume, NJW 1981, 1753, 1755;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49a; Lieb,

Meilenstein oder Sackgasse?, S. 40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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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사원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원과 행위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584

설립등기에 의한 회사 성립 시에 해당 채무가 회사로 이전되면, 이러한

행위자책임은 채권자의 관여가 없이 소멸한다.585

(2)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의 행위자책임

행위자책임과 관련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1항에 따른 "임시 기관"이 이러한 행위자라고 해석된다.586

대부분의 학설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의 행위자책임의 적용을

부인한다. 587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의 임시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오직 서독 유한회사법 제 43 조(업무집행자의 책임)의 회사에 대한

과실책임, 서독 민법 제 823 조 제 2 항(보호법규위반) 및 서독 유한회사법

제 64 조(도산신청의무)의 채권자에 대한 과실책임, 그리고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책임만이 인정될 수 있다.588

Horn 은 이러한 입장에서, 특히 하자있는 분할회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회사에서의 임시업무집행자의 행위자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무효의 회사분할을 통하여 분할된 재산이 아직 속해 있는

재산권주체의 책임만이 문제로 된다고 주장하였다.589

이에 반하여, 임시업무집행자의 행위자책임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다.

다만, 이 학설에 따르면, 업무집행자는 행위자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이 책임은 신탁관리법

584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13.
585 Hueck/Fastrich, in: Baumbach/Hueck, GmbHG, §11 Rz. 49.
58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24; Timm, ZIP 1991, 413, 420 참조.

587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6 (분할회사의 사례) und §18 Rz. 126

(일반적으로); K. Schmidt, GmbHR 1992, 570, 573; Ulmer, in: Hommelhoff, Treuhandunternehmen

im Umbruch, S. 43; Weimar, GmbHR 1991, 507, 509.
588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97.
589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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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로 이전된다는 것이다.590

이에 대하여, Horn 은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에서의 "의무위반"은 서독

주식법 제 93 조(이사회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내지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43 조(업무집행자의 책임)에 따른 의무위반이며, 따라서 임시업무집행자의

행위자책임(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1 항 둘째 단, 유한회사법 제 11 조

제 2 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을 위의 규정에 따라

신탁관리공사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591

한편,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와 동법 제 15 조 제 4 항(임시 자본금), 제 16 조(임시 이사회구성원과

업무집행사원), 제 17 조(임시 무기명주식; 임시 출자액)의 규정을 통하여

회사로서의 임시적 실체가 확정된다.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등기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임시적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독 주식법

제 275조 이하,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조 이하에 따라서 해산되어야 한다.592

게다가 이러한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절차의 추완을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업무집행자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그 업무를 계속 집행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

이를테면,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의 행위자책임은 임시업무집행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분할하고,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 없이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의 업무집행자가 이 회사의 취득에 관심이 있는 특정인과

590 Timm, ZIP 1991, 413, 420.
59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24.
592 이 장 제 6 절 III.1.3)(1)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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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양수인으로 하는

분할회사의 양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593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례에 행위자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면,

행위자책임은 이러한 분할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도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과실책임(Verschuldenhaftung)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 행위자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어떻게 되는냐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책임은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설립추완중의 회사 경영진의

신탁관리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의존성을 근거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탁관리기업의 임시업무집행자는 신탁관리공사에 있는 지분관리

담당자와의 긴밀한 상담 없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 594 이러한 사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기인에 대한 -

여기서는 신탁관리공사에 대한 - 행위자의 구상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 둘째 단의 규정도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에 따라서 행위한 업무집행자는, 그가

행위자책임과 관련하여 청구를 당하면,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른 책임의 이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의무에

위반해서 행위한 업무집행자는 발기인인 신탁관리공사와 함께

연대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며, 신탁관리공사와의 보상절차 내지는 회사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도 업무집행자의 책임(서독

유한회사법 제 43조) 내지는 이사회구성원의 책임(서독 주식법 제 93조)과는

별도로 임시업무집행자의 행위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593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이러한 독단적인 분할이 흔히 실행되었다고 한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29 참조.

594 Ebbing, Verkaufspraxis der Treuhandanstalt,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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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전 지분양도

(1) 서독 주식법 및 유한회사법의 규정

유한회사의 지분은 양도할 수 있다(서독 유한회사법 제 15 조 제 1 항).

주식회사에서는 무기명주식뿐만 아니라, 기명주식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서독 주식법 제 67 조(주주명부에의 기재),

제 68 조(기명주식의 양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회사가 등기되기 전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95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기 전에는 지분권이

양도될 수 없다(서독 주식법 제 41 조 제 4 항 첫째 단). 따라서 사원의

가입 596 이나 탈퇴 597 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분양도에 있어서도 모든

발기인에 의한 정관변경계약이 필요하다. 598 한 반대의견에 따르면, 등기

전에도 정관의 변경없이 지분매각이 가능하며, 다만, 그것이 회사계약에서

허용되었었거나, 또는 전 사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한다.599

한편, 조직전환법에서는, 이를테면, 상법상의 인적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직전환의 등기와 함께 발생하는 유한회사

지분을 이 등기 이전에 정지조건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600

595 Baumbach/Hueck, GmbHG, §15 Rz. 2; M. Scholz, Haftung im Gründungsstadium, S. 52; Wiedemann,

Übertragung und Vererbung von Mitgliedschaftsrechten, 1965, S. 56.
596 BGHZ 15, 204, 206.
597 BGHZ 21, 242, 245 f.
598 Hüffer, AktG, § 42 Rz. 30 참조.

599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41.
600 Priester, in Scholz, GmbHG, Anh. Umw. §47 R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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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관리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른 등기 전의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지분양도

신탁관리공사가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 이전에 그

지분의 일부분을 또는 심지어는 모두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다. 601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설립중의

회사로 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 매각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신탁관리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신탁관리법 제 2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협의의 민영화) 602 . 신탁관리공사는

이 과업을 asset deal (영업재산의 매각)이나 share deal(지분의 매각)의

방법으로 이행하였다. 603 그런데 영업재산은 신탁관리공사가 아니라,

조직전환된 물적회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항 둘째

단), asset deal 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 자신이 처분권자였다. 604 따라서

회사의 대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지분권자인 신탁관리공사의 동의 없이,

그리고 정관변경이나 회사계약의 변경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605

이에 반해서, share deal 의 경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서 회사계약(정관)에서의 허용 또는 모든 발기인에 의한

회사계약(정관)의 변경 또는 전 사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심각한

601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4  m. w. N. 참조

602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의 의미에 관하여는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2 Rz. 3 참조.

603 Weimar, THG, §1 Rz. 12 f. m. w. N. 참조.

604 조직전환령에 의한 조직전환에서는 기금소유권은 조직전환령 제 4 조 제 1 항 셋째 단

제 2호에 따라서 조직전환된 회사로, 권리보유권에 속한 토지는 신탁관리공사 규약(Statut)

제 5조 제 2항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로 이전되었다.

605그러나 실무에서는 신탁관리기업의 업무집행자는 신탁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는 Ebbing, Verkaufspraxis

der Treuhandanstalt, S. 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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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조직전환된 물적회사의

매각은 신탁관리공사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신탁관리법

제 2 조). 따라서 정관이나 회사계약에 그에 상응하는 명백한 조항이

없더라도, 지분매각의 허용가능성은 추단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발기인에 의한 정관변경이나 전사원의 동의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분이 원칙적으로 100 퍼센트 단독사원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처분권자인 단독사원은 인민콤비나트나 독립적인 인민기업체로부터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이고,

인민콤비나트소속기업으로부터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속인민콤비나트로부터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이다.

제6절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

앞 절에서는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전환에 따르는 두 개 영역의

법적 문제 중 "회사실체형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 중

다른 하나인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에서 그 조직전환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등,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신탁관리법을 법문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앞에서 606 고찰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신탁관리법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규명하고자 한다.

606 이 장 제 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참조.



- 214 -

I. 문제제기

구동독의 체제전환은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에 기반을 둔

체제전환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신탁관리법은 이러한 방식의 구동독의

체제전환에 따르는 인민재산 및 기업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607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은

기업의 법인격 유지, 적용법의 결정,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등 법적인

관점에서의 목적과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재편을

위한 재원조달 등 경제정책적 관점에서의 목적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608 그런데 신탁관리법을 법문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극히 경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분할 사례나 제외기업

사례 등에서 조직전환의 유효성이 문제로 되는 등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609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러한

경직성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기업분할 등

임의적으로 기업 조직의 재편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이 과연 제외기업으로

하여금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607 신탁관리법 전문 및 이 논문 제 2 장 제 1 절 (구동독 경제체제의 전환방식과 법적 문제)

참조.

608 이 장 제 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참조.

609 이 장 제 1절 (서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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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기업의 조직재편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외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사례집단별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법에서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외에 어떠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라 기업을 조직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신탁관리법을

적용하여 어떤 기업을 이 법에 따라서 조직전환을 한다면, 법리적으로 그

적용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로 될 것이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실행방식도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이

추구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II.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

1. 경직성의 개념정의

신탁관리법은 법률규정에 의한 구동독의 인민기업의

조직전환(법정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제 11 조 제 2 항 첫째 단)을 법문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민기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자체로서 그대로

"하나의"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한다. 610 또한,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동법 제 11 조 제 3 항)은 동법에 따른 조직전환이 금지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이러한 특성은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어떤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거나 혹은 완전히

결여된다"고 하는 Charlottenburg 구법원(Amtsgericht)의 판결에 압축적으로

610 이에 따라 A 인민기업체는 A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 또는 A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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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어 있다. 611 서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경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을

사실적으로 분할하여 수개의 회사로 조직전환하거나(기업분할 사례),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을 조직전환하는 것(제외기업 사례)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법정조직전환과 조직재편행위는 개념상 모순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특정한 기업을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당시 서독 민법의 의미에서의

금지규범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회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일반 회사법에서는 이와 같이 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 적용의 전제로 되어 있는 회사의

계약적 기초와 창설적 등기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612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회사가 아니라, 오직 표현회사(Scheingesellschaft)만이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회사법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기업의

법정조직재편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실현에 장애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된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 방법 대신에

611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612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LG Berlin ZIP 1991, 407, 408 und 409; Neye, AG Charlot-

tenburg EWiR §11 3/92, 387, 388; Neye, KG EWiR §11 1/93, 397, 398; Horn, Das Zivil- und Wirt-

schaftsrecht, 2. Aufl., §16 Rz. 14; Schießl, VIZ 1994, 377,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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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경직성에 기인하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절에서

검토하는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의 출발점이다.

2.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불가성

1) 문제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조직전환은 법정조직전환이다. 즉,

여기서의 조직전환은 계약적 기초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된 그대로의

조직전환의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직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전환주체의 일체의 관여행위는 이러한 경직성을 갖는

법정조직전환과 조화될 수 없다.613

먼저,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신탁관리법의 규정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은 콤비나트소속기업체나

기타의 인민기업체는 물적회사, "우선적으로"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인민기업체는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되는 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Wahlrecht)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식의 선택적 규정이 과연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탁관리법의 여타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이러한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조차 두고 있지도 않아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다.614

613 Weimar, THG, §11 Rz. 4 참조.

614 BGH NJW 1994, 2484, 24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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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실무상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이전의 615

신탁관리법의 대상기업의 사실분할(Realteilung)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로

되었다. 신탁관리공사는 조직전환령에서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법에서도

인민기업체의 분할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616 신탁관리공사에

따르면,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이전에 그러한 분할은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617 그러나 대다수의 학설과 일부의 판례는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의

분할은 법정조직전환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618 왜냐하면, 1990 년 7 월 1 일부터 총괄법에 따라 적용되는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을 포함한 회사법에는 회사분할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조직재편행위가 법정조직전환과 개념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것인가, 양립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직재편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2) 논의의 개관

(1) 개념적 모순성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과정에서의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Kübler는

입법기술적 근거 및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의 문리적 해석을 근거로

615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사실분할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신탁관리기업분할법(Spaltungsgesetz vom 5. April 1991 (BGBl. I S. 854))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신탁관리공사가 직·간접으로 그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물적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16 Ganske, DB 1991, 791, 797 주) 100 에 실린 1990 년 8 월 23 일자 신탁관리공사사장의

회람(Rundschreiben) 참조; LG Berlin ZIP 1991, 251; LG Berlin ZIP 1991, 407는 이에 찬성한다.

617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37 참조.

618 Busche, in: RVI, Band III, B200, § 11 Rz. 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 18, Rz. 102;

Lachmann, DtZ 1990, 238; Weimar, THG, §11 Rz. 4; AG Charlottenburg Beschluss v. 3. 1. 1991 – 97

AR 1558/90;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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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분할이 허용된다는 신탁관리공사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619 Charlottenburg 구법원은 기업분할 사례에서 심지어 "법적인

무(無)(rechtliches Nullum)"를 선언하였다. 620 즉, 분할은 법정조직전환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Berlin 지방법원은 신탁관리공사의

견해에 찬동한다.621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1항 둘째 단의 선택권규정과 관련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택권규정은 법정조직전환에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 622 그러나 Horn 은 선택권 규정의 모순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절차의 추완과정에서의

선택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623 독일연방대법원은 신탁관리법의

선택권규정과 법정조직전환의 모순점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인민기업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배치된다고 한다.624

619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0-341.
620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621 LG Berlin ZIP 1991, 251; LG Berlin ZIP 1991, 407.
622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2;

Lachmann, DtZ 1990, 238; Weimar, THG, §11, Rz. 4 참조.

62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2; Weimar, THG, §11, Rz. 4도 이에

찬성한다.

624 BGH NJW 1994, 2484, 2485; 이와 유사한 문제는 독일 구(舊)조직전환법 제 46 조와

관련하여도 제기된다. 동 조는 "Eine Personenhandelsgesellschaft kann ··· in eine Gesellschaft

mit beschräkter Haftung  umgewandelt werden"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원으로 구성된 복수의 상법상의 인적회사가 하나의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Prister, in: Scholz, GmbHG Anh. Umw. §46 Rz. 9는 "eine"를

부정관사가 아닌 수사로 읽는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으며,

법적으로 독립된 복수의 재산체를 포괄승계에 의해 동시에 하나의 법적주체로 이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반대의견: Widmann-Mayer, Rz. 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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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언급할 것은 위의 견해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선택권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1990 년 7 월 1 일의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의 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 과정에서의 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다.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경우에 모두 선택권을

부정한다. 이에 반하여, Horn 은 오직 후자의 경우에만 선택권을 인정하고,

독일연방대법원은 양자의 경우에 모두 선택권을 인정한다.

(2) 조직재편행위의 방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은

인민기업체의 법정조직전환에서 회사형태의 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Busche 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과정에서의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정한다. 즉, 기업조직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에 따라서

새로이 조직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625 Horn 에

따르면, 이 선택권은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 과정에서

비로소, 그러나 늦어도 설립절차의 종결 이전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한다.626

Weimar 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627 Weimar 에 따르면 하나의

인민기업은 우선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서 하나의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되고, 이후의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 과정에서

선택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잠정적 등기의 정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625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
626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2.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이

종결된 이후에는, 오직 일반 조직전환법에 따른 조직전환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627 Weimar, THG, §11, R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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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628 Horn 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시점으로부터 "이미"

주식회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연방대법원이 선택권의 행사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사견

다수의 학설과 일부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과 인민기업체의 사실분할은 개념상 상호 모순된다고 한다. 629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모순성은 인정될 수 없다. 그 단초는 회사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의 규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입법자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과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가 개념상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선택권규정은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독일연방대법원도 선택권 규정의 모순성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630 따라서 인민기업체의 사실분할과 법정조직전환 간의

모순성을 완고하게 고수할 근거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은 굳이 회사형태에 관한 선택권에 관해서만

한정할 것은 아니며,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의 기업분할을 포함한 모든

조직재편행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권규정(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의 존재로 말미암아, Charlottenburg

구법원과 같이 "어떤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거나 또는 완전히

흠결된다"는 공식에 따라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을 주장할 근거는

628 BGH NJW 1994, 2484, 2485.
629 Busche, in: RVI, Band III, B200, § 11 Rz. 1;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 18, Rz. 102;

Lachmann, DtZ 1990, 238; Weimar, THG, §11 Rz. 4; AG Charlottenburg Beschluss v. 3. 1. 1991 – 97

AR 1558/90;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참조.

630 BGH NJW 1994, 2484,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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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분할의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이러한 기업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기업분할 사례(이 절 III.1.)에서 고찰한다.

3. 법정조직전환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성

1) 문제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체 등의

인민기업을 이 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규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 규정이 서독 민법 제 134 조의 의미에서의

금지규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에

위반한 조직전환에 의하여 인민재산의 민영화라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적과제가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전환은 신탁관리법의 "보호목적(Schutzweck)"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전환은 신탁관리법의 보호목적을 침해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631

이에 따라 여기서는 과연 이러한 제외규정의 입법목적이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인민기업체가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있었는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논의의 개관

Weimar 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제외규정은 금지규범이라고

하면서, 신탁관리법의 경제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성질의 근거를

631 Weimar, DtZ 1991, 105, 107; Krebs, ZIP 199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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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632 이러한 경제통제적 기능이란 것은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1945 년부터 공포된 경제통제적 관리법규를 일반적으로 서독 민법

제 134 조의 의미에서의 금지규범으로 보는 판례에서 등장하였다.633 Berlin

계약법원은 심지어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에 반해서

조직전환된 하자있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회사에

물적회사법에 따른 상태보호(주식법 제 275 조, 유한회사법 제 75 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해서 이 제외규정의 적용이

회피되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634

이에 반해서, Busche 에 의하면 신탁관리법은 금지규범이 아니라고

한다. 635 다만, Busche 는 그와 무관하게 신탁관리법 제외규정에 반해서

조직전환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표현회사이고, 이 회사의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는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2 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636 Busche 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인민기업체의 법인격은 늦어도 통일조약 발효와 함께 소멸되었고,

인민기업체는 일반재산(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으로서 신탁관리를 위해서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Stute도 신탁관리법의

금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였다. 그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영리기업을 직영기업의 법적 형태로 운영하거나 또는 물적회사로서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부연한다.637

632 Weimar, DtZ 1991, 105, 107; Krebs, ZIP 1990, 1513, 1522 참조.

633 Mayer-Maly, in: Münchner Kommentar, BGB, §134 Rz. 53 참조.

634 VG Berlin VIZ 1995, 672, 673: 이 판례에서 "(등기의 권리외관)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635 Busche, in: RVI, B200 THG §1 Rz. 4.
636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8a.
637 Stute, VIZ 1994, 381, 386; Weimar, THG, §11 Rz. 28; 이 규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는 BGH

NJW 1994, 2487, 2487; KG NJ 1993, 321, 321; VG Berlin VIZ 1995, 627, 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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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견: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예를 들어, 서독 구(舊)조직전환법 제 50 조 둘째 단, 제 56 조 둘째 단은

개인상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조직전환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산이 서독

민법 제 419 조 제 1 항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직전환의 금지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었다.638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3항의 제외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꼭 타당한 것은 아니다. 즉, 이를테면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의 입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즉, 이러한 제외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강제적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기업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조직전환의 금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한편으로는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서 그러한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각각 그 제외된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특별히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행적인 귀속근거법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귀속근거법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항의 조직전환 제외규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폐지되거나

또는 그 법에 따른 재산의 처분이 그 법에서 의도한 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그 정당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638 Priester, in Scholz, GmbHG §56a UmwG Rz. 10; 독일 민법 제 419조는 이후 Art. 33 EGInsO v.

5. 10. 1994 (BGBl. I S. 2911)에 의해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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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되었던 해당 재산은 신탁관리법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차단체가

선택에 따라 해당 기업을 사법상의 회사 형태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이라는

제외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업을

강제적으로 물적회사로 조직전환할 필요 없이, 그 기업의 법적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은 여기에 열거된 인민기업체의 조직전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이런 해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즉, 행정재산은 그 성질상 사용 자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허용될 수 없고, 그 조직전환은 하자있는 조직전환이 된다. 그러나 이는

신탁관리법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의 법적 성격이 금지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4. 소결

이상에서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에 기인하는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신탁관리법은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 회사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

독일연방대법원은 이것이 법정조직전환과 개념상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인민기업체의 "사실분할" 등 그 밖의 조직재편행위의 경우에도

법정조직전환과 개념상 모순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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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다. 또한,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제 11 조 제 3 항)은 이러한 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 기업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기업의 조직전환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법정조직전환에서의

조직재편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제외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제외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신탁관리법에 따라 이러한 기업을

회사로 전환한다면, 법리적으로 신탁관리법의 적용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III. 문제영역

신탁관리법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은 조직전환 하자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회사설립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자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기업분할 사례, 제외기업 사례 및 사회단체소유기업에서 전환된

인민기업 사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회사설립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고찰한다.

1. 기업분할 사례

1) 문제점

(1) 법적근거 및 절차규정의 흠결

앞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그러한 조직재편행위는 허용된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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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639 그러나 이와 같이 그러한 조직재편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민기업의 사실분할(Realteilung)은 그 밖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의 인민기업체의

사실분할은 그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신탁관리법에는

인민기업체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총괄법에 따라

1990년 7월 1일부터 구동독에 적용되었던 구(舊)조직전환법을 포함한 서독

회사법에도 회사분할이라는 제도가 아직 없었다. 게다가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유추적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설사 기존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분할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탁관리법에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의

기업분할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구동독하에서 신탁관리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분할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우선,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은 법률행위에 의한

조직전환이었고, 따라서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은 조직재편행위의 개념적

모순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또한, 당시 구동독의 콤비나트령에는

"물적분할에 의한 인민기업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구동독

콤비나트령 제 37 조 제 6 항).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에 의하여 소규모의 인민기업체를 설립하고, 이어서 이 분할설립된

인민기업체를 조직전환령에 따라서 물적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640

이에 반해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과정에서의 분할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달랐다. 인민기업체가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분할된

구사례의 경우에는 그 법적 상황이 조직전환령에 따른 조직전환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분할된 인민기업체가

639 이 절 II.2.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불가성) 참조.

640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0-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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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자격이 있는 인민기업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1990 년 7 월 1 일 이후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과 동시에 또는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절차 과정에서 분할이 실행된 사례에서는,

콤비나트령은 더 이상 분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1990 년

7 월 1 일부터 구동독의 인민기업체는 콤비나트령이 적용될 수 없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641 또한, 기업의 분할은

개념상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적 효력과 상호모순된다고 하는 다수의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법 자체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분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다.

(2) 분할된 인민기업체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자격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은 동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민기업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경제등기부에의 등기"와 "법적 독립성"이 그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

구동독에서 인민콤비나트와 인민기업은 법인이었다(구동독 민법 제 11 조

제 1항, 콤비나트령 제 3조 제 4항, 제 6조 제 2항).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의"

인민기업체는 그 자체로서 오직 "하나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한다고

한다. 642 따라서 독일법에 기업분할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이전에 사실분할 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은

무효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입법자를 포함하여

641 독일연방대법원은 구동독 콤비나트령이 이러한 "사실분할"의 법적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BGH DtZ 1995, 128, 129 참조.

642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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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판례와 학설은 기업분할 사례의 경우에 조직행위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643 이에 따라 이제는 그러한 하자있는

회사가 등기된 이후에 물적회사법에 따른 상태보호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논의의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644즉,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과정에서의 분할이 무효인가 하는 문제는 늦어도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645 왜냐하면, 분할의 무효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었던 재산이전의

하자가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에 따라서 치유되었기 때문이다.646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의 제정에 의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조직행위적인

설립하자는 그대로 기정사실화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로 되었다.

643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LG Berlin ZIP 1991, 251; LG Berlin ZIP 1991, 407 참조.

64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5;  Weimar, THG, §12 Rz. 71.
645 예를 들어, Schießl 은 사회단체소유기업 사례에서 신탁관리공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불가결 하다고 간주한다. 여기서 상황의 급박성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입법이 된다면, 개입의 필요불가결성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급박성에 대하여는

논할 수가 없을 것이다.

646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르면, 조직전환령 또는 신탁관리법의 대상인

인민기업체였던 법적주체의 재산 또는 그 일부, 또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또는

제 23 조에 따라서 그러한 법적주체에게 귀속된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사실분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새로운 물적회사로 이전되었으나, 그 재산이전의

법적근거가 흠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이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개개

목적물의 권리이전의 하자는 새로운 물적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치유된다.

(Sollte das Vermögen oder ein Teil des Vermögens eines Rechtsträgers, der ehemals eine Wirtschafts-

einheit im Sinne des § 1 Abs. 1 der Verordnung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en, Be-

trieben und Einrichtungen in Kapitalgesellschaften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oder des

§ 1 Abs. 4 des Treuhandgesetzes vom 17. Juni 1990 (GBl. I Nr. 33 S. 300) war, oder das einem sol-

chen Rechtsträger nach § 11 Abs. 2 Satz 2 oder § 23 des Treuhandgesetzes zufallende Vermögen oder

ein Teil dieses Vermögens vor dem Tage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im Wege der realen Tei-

lung jeweils als Gesamtheit auf eine oder mehrere neue Kapitalgesellschaften übergehen und ist der

Übergang deswegen nicht wirksam geworden, weil für einen solchen Vermögensübergang eine recht-

liche Grundlage fehlte, so sind hierauf beruhende Mängel des Rechtsübergangs des einzelnen Gegen-

standes mit der Eintragung der neuen Kapitalgesellschaft im Handelsregister gehe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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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구동독의 등기제도는 그

공시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절차에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지 못하였다. 647

또한, 예를 들어 "법인" 또는 "법적 독립성"과 같은 구동독의 법률개념은 그

통상적 사용에 있어서 서독의 법률개념과 비교될 수 없었다. 648 그렇다면,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의 자격조건으로서의 "인민경제등기부에의

등기"나 "법적 독립성"은 단지 조직전환자격의 "정황증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분할되기 이전의 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분할된 기업도 독립된

조직전환의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기능적 기업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독일의 조직재편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649

2) 사견

(1) 입법의 흠결: 농업조정법과의 비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도

조직재편행위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사례에서는

오히려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변경주체의 주도적 참여(기업분할)가

명령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650 당시의 입법상황으로부터

647 Kelm, Zur Neuordnung des Handelsregisters in der DDR, DB 1990, 973 참조.

648 Weimar, THG, §11, Rz. 1 참조.

649 기능적 기업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H. Schmidt, in: Lutter, UmwG, §168 Rz. 10 및 12

참조.

650 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에 따른 선택권의

행사, 신탁관리법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부분매각, 신탁관리법 제 12 조 제 2 항에 따른,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콤비나트에 소속되었던 기업부문의 콤비나트로부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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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때, 입법자가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 인민기업체의

분할을 의도하였으며, 이러한 분할이 추가입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간파할 수 있으며, 또한 판례 651 와

신탁관리공사의 기업조직전환 및 기업분할의 실무652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농업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653의 규정방법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즉, 신탁관리법보다 2 주일 정도 늦게 가결된

농업조정법은 제 2 절에 농업생산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심지어, 특별히 회사설립이 아닌,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결재산문제처리법도 제 6b 조에서 단순하나마 기업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당시의 입법상황으로부터 기업분할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신탁관리법의 입법자가 추가입법 없이도 기업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입법된 농업조정법에서와 같은

분할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즉, 입법자가 별도로

기업분할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법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기술상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탁관리법이 제정되었을 당시는 아직 구동독의

콤비나트령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 법 제 37 조 제 6 항은 인민기업체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관리법의 입법자가 이 규정이

그리고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6b 조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해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651 LG Berlin ZIP 1991, 407, 408 und 409 참조: 이 판례는 기업분할 사례에서 입법의 흠결을

규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부터 "실행(Vollzug)에 의한 하자있는 회사"를 추론한다.

652 신탁관리공사의 기업분할실무에 관하여는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36; Rund-

schreiben der Präsidenten der THA vom 23. 8. 1990, mitgeteilt bei Ganske, DB 1991, 791, 797 Fn.

100 참조.

653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

schaft in der DDR vom 29. 6. 1990 (GBl. I S.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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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654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의 기업의 분할에 관하여는

"의도되지 않은 입법의 흠결"을 인정할 수 있다. 655 즉, 입법자는 기업의

분할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의 입법상황으로 볼 때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입법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즉,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입법자는 분할에 관한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입법의

흠결을 인식하고, 이러한 흠결을 이 법에 의해서 메우려 한 것이다. 즉,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치유규정으로부터

입법자가 - 부분적으로 부당하게 - 1990년 7월 1일부터 동법의 발효까지의

시기에 입법의 흠결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입법자가 이 법의 발효 이전에 분할에

관한 입법의 흠결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타당했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흠결로 인한 회사설립의 하자 및 재산권이전의 하자

문제가 오로지 이 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치유규정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치유규정의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견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에서는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기업의 사실분할로 인한 회사설립의

하자의 문제를 입법적 방법이 아니라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654 독일연방대법원은 구동독 콤비나트령이 인민기업체의 "사실분할"의 법적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고 있다. BGH DtZ 1995, 128, 129 참조.

655 입법의 흠결에 관하여는 Horn, Rechtswissenschaft, S. 1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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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방안: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2항의 선택권의

확장

앞에서와 같이 기업분할에 관한 입법의 흠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흠결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서독에는 아직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었다. 또한, 구동독

콤비나트령은 인민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제 37 조

제 6 항), 새로운 헌법체계하에서 콤비나트령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적용될 수 없었다.

이러한 입법상황 아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은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의 선택권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즉, 이 조항은

인민기업을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로 조직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선택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이를테면

기업분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이 동법에 의한 조직전환의 전제조건으로서

"인민경제등기부에의 등기"와 "법적 독립성"을 들고 있어서 문제이다(제 1조

제 4 항). 즉, 과연 이 분할된 인민기업체가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법적인 독립성"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 개념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법적인 독립성"이라는

법률용어는 기존의 서독 상법 제 124 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에서의 "법적인 독립성"이라는 법적형상은 법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호 아래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의 물권을 취득하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고, 제소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구동독법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형상은 콤비나트령 제 6 조 제 4 항,

제 30 조 제 5 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콤비나트나 콤비나트소속기업에

존재하는 영업부문에 법률규정,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가

양도될 수 있었다(콤비나트령 제 6 조 제 4 항). 이를 통하여 분업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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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영업부문의 관리자는

법적거래에서 콤비나트나 콤비나트소속기업의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었다(콤비나트령 제 30조 제 5항 첫째 단). 이러한 영업부문은 콤비나트나

콤비나트소속기업의 이름에 자기 영업부문의 명칭을 첨부할 수 있었다(동조

동항 둘째 단). 이러한 콤비나트나 콤비나트소속기업의 영업부문은 법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영업부문은 그에게 권리나 의무가 이전될 수 있었고,

법적거래에서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첨부해서 – 거래에

나설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법적으로 독립적인 영업부문은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의 의미에서 조직전환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부문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1항 둘째

단에 의한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 영업부문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과정에서 분할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인민경제등기부에의 등기는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분할된 기업을 등기함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동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에 따른 선택권의 행사에서와 같이 기업분할의

확정과 인증의 역할을 한다. 확장된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분할된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을

가진다. 656 이 등기에 의해서 분할된 인민기업체의 분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비로소 이 분할된 인민기업체의 조직전환자격이 확정되면서, 동시에 -

소급적으로 657 - 분할된 인민기업체가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회사의 조직전환은 다른 회사법상의

하자가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조직전환이라고 해야 한다. 즉, "분할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법적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656 BezG Dresden ZIP 1991, 1390, 1391 참조: 그러나 이것이 콤비나트령 제 6 조 제 4 항의

의미에서의 법적 독립성이 있던 부분기업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657 BGH NJW 1994, 2484, 2485 참조: 이 판례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항 둘째 단의 선택권의 행사에 소급효(Rückwirkung)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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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의 등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이 등기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이러한 분할기업의 등기가

없으면, 분할된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자격이 없고,

동법 제 15 조 제 4 항 및 제 17 조에 따른 임시자본구성도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라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3) 소결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서와 같이,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을 분할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보고(확장된 선택권), 동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를 동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에 따른 선택권의

행사로 보면, 이러한 분할회사의 조직전환은 다른 회사법상의 하자가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조직전환이 된다. 즉, "분할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분할회사의 하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그

분할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회사분할의 어떠한 법적

근거도 결여되어 있고, 즉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분할회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면, 비로소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문제와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재산이전하자의 치유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은 이 규정에 따른

재산이전하자 치유의 전제조건으로서 회사의 등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와 같이,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동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를 이러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여부는 설립하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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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할회사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 여부가 그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1)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와 같이 신탁관리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확장된 선택권을 인정하더라도,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는 하자있는 회사이다. 왜냐하면,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가 없이는, 기업의 분할이

등기법원에 의해서 확정되고 인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등기되지 않은 회사는 "실행(Vollzug)"에 의하여 그

상태보호를 취득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정관"에 이 등기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기업목적에 관한 항목이 결여된다. 완성된 회사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하자 있는 회사는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4 조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 또는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에 따라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청산된다. 게다가 이런 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라 그

밖의 회사설립행위를 시작할 권리가 없었다. 다만, 이런 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1990 년 7 월 16 일까지는 아직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었고,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라서 설립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회사는 해산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해산하지도 않고 그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면,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 법리의 적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회사를 일반적인 학설에 따라 합명회사나 민법상의

회사로 취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업무집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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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책임과 발기인의 무제한 인적 외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설립중의 일인회사로 보는 경우에는, 등기가

좌절되거나 또는 등기의사가 포기된 경우에는, 일인회사에 관한 지배적

견해에 따라 출자된 재산가치는 설립중의 회사의 해산이 없이 자동적으로

포괄승계에 의해 다시 발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658

그러나 분할된 기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인민기업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독립적 부분으로부터 유래되었고, 심지어 이 기업부문은 콤비나트령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콤비나트나

콤비나트기업의 상호에 자기 명칭를 부가하여 법적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659 이러한 결과는 설립추완중의 설립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이런 회사는 우선 그 자체로서 해산,

청산을 한 후에, 나머지 재산을 원래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660

(2)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등기된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분할된 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면,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가 하자 없이 성립한다.

재산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서 직접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로 이전된다. 이 등기된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는 비록 부분적으로

의제적이지만 완전한 임시정관을 갖춘 적법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로서,

신탁관리법 제 19조 이하에 따라 그 밖의 설립행위를 시작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일반 회사법적

658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48 참조.

659 콤비나트령 제 6조 제 4항, 30조 제 5항 첫째 단 참조.

660 다른 견해로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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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회사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등기는 창설적

등기이다.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을 기업분할의 독립된 법적 근거로

간주하지 않으면,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는 하자있는 회사이고, 게다가

무재산 상태가 된다. 그러면, 하자있는 회사 법리의 적용과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조 제 1항 첫째 단에 따른 재산이전하자의 치유가

문제로 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다른 회사법상의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게 등기된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가 성립하고, 다른 회사법상의

하자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근거 및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의미에서의

재산이전하자의 치유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분할회사는 이미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 이전에도 재산을

갖춘 설립중의 회사로서 그 상태를 보호 받게 된다. 이제, 이 회사는

통상적인 하자 있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오직 하자있는 완성된 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만, 즉,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조 이하 및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에 따라서만 해산될 수 있다. 오직,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를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재산이전하자 치유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산이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즉, 이 분할회사는 무재산 회사가 된다.

이전의 지배적 견해는 회사가 무재산인 경우에 회사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661 그러나 다른 한 견해에 의하면, 회사의 무재산만으로는

회사가 소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즉, 아직 말소법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662 그러나 도산법시행법제 48 조에 의하여 서독

유한회사법 제 60 조 제 1 항 제 7 호와 서독 주식법 제 262 조 제 1 항

661 주식회사의 경우에 KG JW 1927, 1383; HRR 1933 Nr. 833; 이에 찬성하는 견해로 RGZ 149,

296; BGH NJW 1988, 477, 478.
662 K. Schmidt, in: Scholz, GmbHG, § 60 Rz. 37: "이중구성요건론(Lehre vom  Doppeltatbestand)".



- 239 -

제 7 호가 삽입된 이후에는, 회사의 무재산 상태는 이제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1a 조(무재산회사의 말소)와 결부하여 이들 규정에

따라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었다. 그 밖에, 설립중의 회사가 무재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원의 직접적 책임이 인정되었다.663

(3) 신탁관리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라 등기된

분할회사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라서

등기되면, 이 회사는 이제 완성된 회사로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는 이미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해서 "상태(Bestand)"를

취득한다. 이로써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의한 법정조직전환은 이미

완결되었다. 이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하자는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그 밖의 설립절차로부터 분리되며, 더 이상 주장될 수 없다. 이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절차를

추완한 후에,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해 완성된

회사로 된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로부터

완성된 회사로의 이와 같은 전환은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의 법률관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둘째 단을 분할의 독립적 근거로 보지

않더라도, 이 분할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완성된 회사로서의 상태를 취득한다. 재산이전의 하자는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의하여 치유된다. 설립의

하자는 이제 오직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 및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에 따라서 주장될 수 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그 밖의 설립하자를

근거로 공격받지 않는다. 다만,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

663 BAG ZIP 199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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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으로부터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발효 시점까지의 시기에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664

2. 제외기업 사례

1) 문제점: 입법상황의 변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은 동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에 따라서 이 항에

열거된 인민기업체는 동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5 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에 열거된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외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이 조직전환되어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등기되는 사례가 있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와 관련하여, 각각 Charlottenburg

구법원과 의회재판소(Kammergericht)665에 의해서 대표되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인민기업체들은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다만,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표현회사(Scheingesellscahft)이냐 아니면 하자있는 회사(fehlerhafte

Gesellscahft)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 하였다. 그 밖에, 이러한

664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en, S. 360 참조.

665 Kammergericht(의회재판소)는 중세 독일법에서 황실의회(1415-1480)의 재판소였다. 이

재판소가 폐지되고, 1495 년에는 제국의회의원의 압력에 의하여 제국의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14 세기 브란덴부르크 변경(Mark)에 별도의 의회재판소가

있었는데, 이 후계기관이 현재의 Kammergericht이며, 베를린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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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전환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재산이전의 하자 문제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다.666

그러나 이후에 신탁관리법의 금지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부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이 관할하던 인민기업을 사법상의 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려 하거나, 667 또는 특정한 인민기업의 경우에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한 사후적인 조직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668

이러한 견해들은 인민농장(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669 )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체(지방자치단체재산법 670 ,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및 동 조약의 조건규정671)의 귀속에 관한 근거법을 분석하는데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즉,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제외규정은 각각의

인민기업체의 형태에 따라서 그 특별한 의의와 목적을 가지며, 672 이러한

의의와 목적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해당 재산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666 조직행위의 유효문제와는 무관한 재산이전문제의 취급에 관하여는 Stute, VIZ 1994, 381, 385

참조.

667 Busche, in: RVI, B200 THG §1 Rz.5 : Busche 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제외규정의 금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지만, 이 규정에 위반하여 조직전환된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표현회사로 본다; Stute, VIZ 1994, 381, 386: Stute는 금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면서, 나아가 그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직영기업(Eigenbetrieb)이나

물적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전의 선택권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추론한다.

668 OLG Dresden VIZ 1994, 427, 430: 이 판례는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Finanzvermögen)의 경우에 1990 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찬성한다; Stute, VIZ 381, 38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ute 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영기업과 물적회사 사이의 선택가능성을 주려고 한다.

669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Treuhandgesetz vom 29. August 1990 (GBl. I S. 1333).
670 Gesetz über das Vermögen der Gemeinden, Städte und Landkreise (Kommunalvermögensgesetz) vom

6. Juli 1990 (GBl. I S. 660).
671 Anlage II Kapitel IV Abschnitt III Nr. 2 des EinigungsV.
672 사회주의 재산과 기업의 재편 기준과 목적에 관하여는 Art 14 und 15 StaatsV; Art. 21-29

Einigungs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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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특별한 입법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재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이 입법되었고,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경우에는 농림기업양도법673과 후에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이 입법되었다.

그런데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된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병행적인 귀속근거법규와 통일조약 이후의

입법상황의 공동작용으로 인하여, 일견 명백해 보이는 신탁관리법의

제외규정과 관련하여 혼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기업과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재산법이 통일조약에 의해서 이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효력을 유지하게 된 반면에, 농림기업양도법은 1990 년 10 월

3일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신탁관리법 제 3시행령 제 2조 첫째 단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 1조에 지칭된 인민농장이나 국영임업기업 등의 기업체를 주와

읍·면의 재산으로 양도하는 법규정이 없는 한, 이들 기업체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674 그런데

673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Güter, staatlicher Forstwirtschaftsbetriebe und anderer

volkseigener Betriebe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as Eigentum der Länder und Kommunen vom

22. Juli 1990 (GBl. I S. 897).
674 제 1 조 인민농장 등(이하 기업체라 한다)의 재산은 잠정적 신탁관리를 위해 신탁관리청에

이전된다.

(§1 Der Treuhandanstalt wird das Vermögen

- der volkseigenen Güter,

- der staatlichen Forstwirtschaftsbetriebe und Forsteinrichtungsämter,

- der volkseigenen Binnenfischereibetriebe,

- der volkseigenen Gestüte, Pferdezuchtdirektionen und Rennbetriebe sowie

- der Betriebe bzw. der bereits ausgegliederten Betriebe des volkseigenen Kombinates Industrielle Tier-

produktion

(nachfolgend Wirtschaftseinheiten genannt) zur zeitweiligen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übergeben.)

제 2 조 제 1 조에 따른 기업체를 주나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하는 법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업체는 신탁관리법 제 1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민영화된다. 신탁관리법의 나머지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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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림기업양도법이 실효함에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첫째 단의 " ··· 한(soweit)"-유보는 소멸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주와 읍·면의 재산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모든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민영화할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재산귀속근거법과 관련한 입법상황의 변화가 신탁관리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

(1) 통일조약의 조건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재산법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셋째 연결부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인민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한 의의와

목적은 이러한 인민기업체가 그 행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의

재산가치를 이들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대로 두려는 것이었다.675

이 제외규정과 나란히 지방자치단체재산법이 입법되었는데, 동법

제 1조에 따라 지방자치업무와 지방자치직무수행에 공용되는 인민재산은 이

법에 따라서 읍·면, 시 그리고 군에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재산법 제 2 조와 제 3 조는 인민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재산법 제 6 조는

(§2 Soweit eine Übertragung bisheriger Wirtschaftseinheiten gemäß § 1 in das Eigentum der Länder und

Kommunen nicht vorgesehen ist, erfolgt ihre Privatisierung auf der Grundlage des § 1 Abs. 2 des

Treuhandgesetzes. Die übrigen Bestimmungen des Treuhandgesetzes finden entsprechende Anwen-

dung.)
675 BGH NJW 1994, 2487, 2487; KG NJ 1993, 321, 321; VG Berlin VIZ 1995, 627, 673 참조.



- 244 -

지방자치법 676 제 2 조와 제 72 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민기업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재산법 제 2 조와 제 3 조에 따른 기준은 그

입법목적에 비하여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서 그 목적범위를

초과하였다. 677 이에 따라 통일조약은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대한

조건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678 이 조건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오로지 그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공용되는 재산(행정재산) 679과 그 밖의

재산(일반재산)만이 양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조약제 10 조 제 6 항과

제 26조 제 4항 및 통일조약 제 21조와 제 22조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귀속의 기준

1990 년 10 월 1 일에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이 주로 서독 기본법에

의하여 주, 읍·면 또는 기타의 공공행정주체에 의하여 담당되어야 할

행정업무를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통일조약 제 21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연방재산으로 되었다.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지 않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한, 사회보험재산만을 제외하고는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라서 1990 년 10 월 3 일부터 연방의

676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vom 17. Mai 1990 (GBl.

I S. 255).
677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8a 참조: Busche 는 법적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대가로서 일괄적인 규정과 결합된 구조조정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에 반해서 OLG Dresden VIZ 1994, 427, 429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밖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Unterstellung)"이란 것은 단지 재산주체와 재산객체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징표에 불과하다고 한다.

678 Anlage II Kapitel IV Abschnitt III Nr. 2 des EinigungsV.
679 그 기준에 관하여는 OLG Dresden VIZ 1994, 427, 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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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680 통일조약 제 21 조, 제 22 조에서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이러한 구별은 서독 행정법에서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통상적인 구별을 이어 받은 것이다. 681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에는 한편으로는 공공행정의 업무이행에 그 사용가능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하고, 또한 공공행정의 기관관리자 자신에 의하여 사용되는

재산이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에 의한 이용을 위해서 공용지정된

재산이 속한다. 그에 반해서, 일반재산은 그 자본가치와 수익을 통하여, 즉,

오직 간접적으로만 공공목적에 공한다는 것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682

그런데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이 "일반재산이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지 않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한, ···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한(soweit)"-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일반재산을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그 밖의 기준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683

이렇게 하여 두 종류의 구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조직 간에 합의된 정의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지방자치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공하지 있지 않았던 한, 1990 년 10 월 2 일까지 당시 읍·면의

의회, 시 그리고 군의 권리보유권에 속했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680 연방재무부는 이 재산을 관리 목적으로 신탁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Stute, VIZ 1994, 381,

382, Fn. 6를 참조.

681 BVerwGE 10, 20, 37; Forsthoff, Verwaltungsrecht I, 10. Aufl. (1973), S. 376; Stern, Staatsrecht, Bd. 2,

1980, § 51 I 4 참조.

682 Stern, Staatsrecht, Bd. 2, 1980, § 51 I 4 참조.

683 Schmidt/Leitschuh, in: RVI, Bd. 2, 20B, Art22 EinigungsV Rz.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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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고, 또 양자의 경우에 공히 이 시점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방자치적 목적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었던 이전의

인민기업과 시설, 토지와 경작지였다. "통상성"의 판단을 위하여는 서독

지역의 연방주에서의 상황이 기초가 되었다. Lange 는 "··· 한(soweit)"-규정에

따른 예외를 좁게 해석하였다. 그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과

셋째 단을 프로그램규정으로 보았으며, 이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예를 들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일곱째 단에 따른 원상회복재산, 신탁관리법 제 4 시행령과

결부하여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에 따른 국가안전국(Stasi)재산의 일부분

및 통일조약 제 22 조 제 4 항과 거기에 부속된 의사속기록에 지칭된

주택사업분야의 재산 등과 같은 일반재산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될 수

있다고 부연한다.684

(3) 연방신탁관리 일반재산에 관한 입법의 흠결

그 외에도 이러한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이 연방에 양도된 이후에

어떠한 법적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법의 원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신탁관리공사는 그러한 인민기업체는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연방의

직영기업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685 Busche 에 따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인민기업체는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연방의

신탁관리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1990 년 10 월 3 일에는 그 법인격을

상실했다고 한다. 68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Stute 의 논평이 주목할

만하다. 즉, Stute 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위반해서 조직전환된

684 Lange, DtZ 1991, 329, 334.
685 Stute, VIZ1994, 381, 382; 그러나 신탁관리공사는 처음에는 그러한 기업체가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상업등기부에 이들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OLG Dresden VIZ 1994, 427, 429와 Lange, DtZ 1991, 329, 336을 참조.

686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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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추완중의 회사를 표현회사로 간주하고, 그 결과로 이를 연방의

직영기업으로 취급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한다.687

Dresden 고등법원의 판례688는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라

연방에 양도되어야 할 일반재산의 경우에, 연방의 신탁관리 아래 있는

그러한 재산이 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정하지 않은 법의

흠결"을 보았다. 왜냐하면, 인민기업이라는 법적주체는 1990 년 10 월 3 일

발효된 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구동독의 국가경제 중 이 부분의

존속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는 형상에 의해서 확보하려던 입법자의

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689 이 판례는 이 재산이 1990 년

10 월 2 일까지 법인으로서, 즉 인민기업으로서, 계속 존재하였고, 1990 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며, 연방이 그에 관하여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그

형태로서 존재한다고 상세히 부연설명하고 있다.690

687 Stute, VIZ 1994, 381, 382: Stute는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3항에 위반한 조직전환은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자있는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표현회사가 아니라,

하자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3 항은 금지규범이 아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물적회사를 직영기업이나 사법상의 회사로 운영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적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된다고 한다.

688 OLG Dresden, VIZ 1994, 427.
689 이 의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행사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행사가 없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OLG Dresden VIZ 1994, 427, 428 에 따르면, 재산양도는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의한 신청에 따라서 처리된다.

690 OLG Dresden VIZ 1994, 42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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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견

①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의 귀속관계의 불명확성과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문제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1990 년 7 월 1 일의 법정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민기업

중에서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셋째 단 및 통일조약 제 21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라서 1989 년 10 월 3 일 기준으로 그 목적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행정과업을 위하여 정하여진

인민기업(행정재산)은 읍·면과 시에 양도되었다. 행정재산이 아닌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은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재산으로서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에 따라서 읍·면, 시, 군 및 주에 양도되었으며, 그 외에는 연방의

신탁관리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의한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귀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이러한 재산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재산귀속법이 제정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사용 그 자체"를 통하여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공용되고, 또한 행정기관 자신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그에

관한 법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나 하자있는 조직전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하자있는 조직전환에 의해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표현회사냐 아니면 하자있는 회사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Dresden 고등법원의 견해(OLG Dresden

VIZ 1994, 427)에 찬동한다. Dresden 고등법원에 의하면,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된 일반재산에 속하는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1990 년 10 월 3 일 이후의

법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입법의 흠결이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신탁관리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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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어야 할 일반재산과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69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에

관한 이러한 구별기준에 따라, 궁극적으로 누가 조직전환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지분권자가 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의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입법의 흠결은 또한 그러한 기업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90 년 10 월 2 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1990 년 10 월 3 일에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 및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어야 할 기업이냐, 아니면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아야

할 그 밖의 일반재산 692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이

지체없이 결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1990 년 10 월 3 일에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기업이라는 권리주체는 1990 년 10 월 3 일 이후에는 더

이상 법에 의해서 권리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법인격을 잃고

해산되었을 것이며, 이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의 붕괴로 귀결되었을

것이다.693

이와 같이 권리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도 입법의 흠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990년 10월

2 일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의 결산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691 OLG Dresden VIZ 1994, 427, 429; Schmidt/Leitschuh, in: RVI,  20B, Art. 22 EinigungsV Rz. 11

참조.

692 예를 들면, 당시 읍·면과 군 의회의 권리보유권에 속하던 건축기업, 운송기업, 세탁소 및

상사기업.

693 OLG Dresden VIZ 1994, 427, 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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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은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694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서 그 형태 그대로 또는 완성된

회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695 지방자치단체재산법에 따른

재산귀속이 확정될 때까지는,696 잠정적으로 지금까지의 소속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분권자가 된다.69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재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의

주도권 행사에 의해서 양도되지 않았던 한에는, 그것이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어야 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연방에 양도되어야 하는

기업이든 상관 없이, 이런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하는

경우에서는, 그 인민기업의 본질에 기인하는 장애요소는 없다.698 일반적으로

694 유추적용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도하지 않은 입법의 흠결에 관하여는 OLG Dresden VIZ

1994, 427, 430를 참조.

695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관할 일반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696 연방은 다시금 그의 신탁관리를 받고 있는 일반재산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민영화되어야 할 기업은 신탁관리공사에 의하여 그 밖의 신탁관리재산과 별도로

관리되었고, 나머지 일반재산, 예를 들면, 토지, 채권 및 기타의 권리는

지방재정국(Oberfinanzdirektionen)과 연방재산관청(Bundesvermögensämter)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어떤 법적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Lange, DtZ

1991, 329, 336를 참조.

697 신탁관리공사사장에게 보낸 1991 년 1 월 16 일의 공문에 의하여 연방재무장관은 통일조약

제 21 조, 제 22 조에 따라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아직도 시, 읍·면과

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업은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OLG Dresden VIZ 1994, 427, 430을 참조. 이로부터 그러한 인민기업이 그

동안 기존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8 이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특성 상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이 금지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상의 형태에 의한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적인 규준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 제 3 장 제 1 절

II.3.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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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군다나 그렇다. 699 이러한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하자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조달)이 더 문제가 된다. 700 지방자치단체재산법

제 4 조 제 2 항 첫째 단의 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으로

이전되어야 할 기업과 시설이 이미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된 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전의 인민소유지분이 읍·면과 시의 소유권으로 이전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으로 이전되어야 할 인민기업체가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조직전환된

경우에서는, 조직전환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하자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오직 통일조약 제 21 조의 의미에서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때에만,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하자가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속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그 사용 자체를 통하여

행정목적에 직접 공용되어야 한다"는 행정재산의 개념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701 즉, 행정재산이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9. Infodienst Kommunal der Bundesregierung, Nr. 24 vom 19. 4. 1991 (Lange, DtZ 1991, 329, 335 Fn.

50에서 재인용);  Schmidt/Leitschuh, in: RVI, 20B, Art. 21 Rz. 6 참조

700 Lange, DtZ 1991, 329, 334 und 334 참조: 국가재산을 국가채무에서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재고재산을 갖추게 함.

701 Schmidt/Leitschuh, in:RVI, Band II, 20B, Art. 21 Rz.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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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0년 10월 3일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선택권과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실행된 조직전환

1990 년 10 월 3 일 이후의 입법상황의 변화 아래서,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재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에

신탁관리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앞에서의 결론은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물적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직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702 이런 상황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간소화된 조직전환 수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탈해야 할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권리자가 각각의 해당 법규에 따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은 이미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의 조직전환의 법적 문제는 설립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탁관리공사로부터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으로의 지분양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그러한 조직전환에 있어서 1990 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행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후에 권리자가 확정되는 때에

동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가 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설립행위를 계속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에 권리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신탁관리공사가 설립행위를 계속 진행한다. 1990 년 10 월 3 일에

702 Stute, VIZ 381, 386 참조: Stute 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금지규범(Verbotsnorm)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자자기업이나 물적회사(Kapitalgesellschaft)로 경영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을 유지한다고

추론하고 있다.



- 253 -

이미 설립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직전환된 물적회사의 지분을 사후에

확정된 권리자에게 양도하면 된다.

요컨대,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세 번째

연결부호의 제외규정에 위반해서 실행된,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인민기업의 조직전환은 변화된 입법상황에 근거해서 사후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인민기업의 경우에서는, 신탁관리법의 경직된 규정방식과

그에 대한 엄격한 문리적 해석에 기인하는, 하자있는 조직전환의 문제로

인한 타당하지 못한 결과는 예방적으로 회피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행정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인민기업의 경우에는

하자설립에 관한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귀속의 불분명성은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조약 제 21 조 제 1 항에 그 귀속기준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재산의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은 행정재산의

개념규정 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세 번째 연결부호에 따른

제외규정은 통일조약 제 21 조 제 1 항의 의미에서의 행정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5) 소결

지방자치단체 관할재산과 주 관할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별하여야 한다. 통일조약 제 21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의미에서의 행정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할 인민기업은 읍·면 내지는 주에

양도되어야 한다.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의미에서의

일반재산은, 그것이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 셋째 단에 따라서 지방자차단체로 양도되지 않는 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다. 이러한 일반재산에서는 적용법에 관한 입법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법의 흠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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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재산: 입법의 흠결과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Dresden 고등법원은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 일반재산의 경우에 입법의

흠결을 인정하였다. 703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어야 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1990 년 10 월 3 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내지 연방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재산귀속법에 따른

재산귀속도 확정되지 않은 한, 역시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재산에 신탁관리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 그

결과,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인민기업은 1990 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해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야 했다.

이렇게 조직전환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연방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재산귀속법에 따른

재산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그 형태로 존재한다.

1990 년 10 월 2 일까지 신탁관리공사에 의하여 실행된 조직전환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자있는 재산귀속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성립한 회사의 지분을

권리자에게 양도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재산은 회사지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704

조직전환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면, 권리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면,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정정되고, 권리자는 동법 제 19조 이하에 따라 설립절차를 완료하여, 이렇게

성립된 회사를 독립법인회사(Eigengesellschaft)로 운영하든지, 또는

즉시로부터(ex nunc) 이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해산하여,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705

703 OLG Dresden VIZ 1994, 427.
704 연방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Schmidt/Leitschuh, in: RVI,  20B Art. 21 Eini-

gungsV Rz. 6 참조.

705 Stute, VIZ 381, 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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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재산: 하자있는 조직전환

일반재산의 경우와는 반대로, 행정재산은 그 개념정의로부터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재산은 그 사용

자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용되어야 하고, 공공행정의

기관관리자자신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시민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공공용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706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라 실행된 행정재산의 조직전환은 하자있는

조직전환이며, 설립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설립하자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일반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707

결국,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된 물적회사는

해산되어야 하고, 이어서 일반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 공공물지정이나

공용개시에 의해 행정재산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③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일반재산의 조직전환의 제한된

의미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일반재산의 조직전환에는 제한된

의미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재산의 조직전환은 1990 년 7 월

1 일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논문에서

706 Stern, Staatsrecht, Bd. II, § 51 I 4; 전자의 예로는 행정기관건물, 법원건물, 방송국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대학,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운수기업,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707 Schmidt/Leitschuh, in: RVI, Bd. II, B 20 EVertr Art. 21 Rz.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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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와 같이, 처리가 지체된 경우에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실행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사후적 조직전환과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708

즉, 1990 년 10 월 3 일부터 인민기업은 더 이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으로서의 인민기업은 늦어도 1990년 10월 3일에는 소멸되어야

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일반재산인 인민기업은 그를 근거로 법인으로

계속 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인민기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규범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신탁관리법이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했다.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일반재산에 속하는

인민기업은 이제 물적회사로 전환되고, 물적회사법에 따라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법관은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에서

물적회사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은 최종적으로

일반재산인 인민기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물적회사를 창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자가 대상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 등

처분을 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입법의 흠결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은 각각의 인민기업에게

일반재산인 인민기업이 그 이름으로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주체를 임시로 마련해 준다. 이로써 입법상황의 변화로 인한 입법의

흠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인민기업의 집단적 해산이 방지되어야 한다.

일반재산인 인민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여태까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었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조직전환은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조직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었다. 아마도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조직전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였고, 인민기업 스스로도 자신이 1990 년 10 월 3 일에

708 사회단체소유기업은 통일조약의 조건규정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의 관리를 받았다.

따라서 그 조직전환은 획일적으로 신탁관리공사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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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태까지의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된 일반재산은 아마도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등기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으면,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효과는 그대로 일반재산의

사후적 조직전환에 전용될 수는 없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전환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등기의도의 포기"를 추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책임문제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일반재산의 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 둘째 단의 규정이 의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 업무집행자가 혹시 행위자책임을 지게 되면, 이 규정을 인용해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발기인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공사가 아니라, 우선 잠정적으로 여태까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지분권자라고 가정해야 한다. 임시지분권자인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해당법규에 따라서 권리자로 확정되면, 그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른 권리주체가 권리자로 확정되면, 이 권리자가

임시 지분권자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자리에 들어선다. 따라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임시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권리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권리자는 지분권자로서 일반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 조직전환된 회사의

법률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권리자는 이 회사를 직영사업(Regiebetrieb)이나

직영기업(Eigenbetrieb) 또는 독립법인회사(Eigengesellschaft)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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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

(1) 농림기업양도법과 그 폐지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은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6 항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동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에 따라서 동법 제 11 조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다.709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에 대하여는 외견상 서로 모순되는 법규정이

입법되어 있었다. 농림기업양도법 710은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을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711 은 제 1 조에서 잠정적으로 신탁관리를 하기 위하여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재산을 신탁관리공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동시에 동법 제 2 조는 기존의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을 주나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이들을 민영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농림기업양도법은 점유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주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의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결국, 농림기업양도법에

의한 재산양도는 이행되지 못하였다.712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 농림기업양도법은

통일조약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았으며, 동조약 제 9조에 따라서 실효되었다.

또한, 법인으로서의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서독법에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1990년 10월 3일에 그 법인격을 상실하였다.

709 그 배경에 관해서는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참조.

710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Güter, staatlicher Forstwirtschaftsbetriebe und anderer

volkseigener Betriebe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as Eigentum der Länder und Kommunen vom

22. Juli 1990 (GBl. I S. 897).
711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Treuhandgesetz vom 29. August 1990 (GBl. I S. 1333).
712 BGH NJW 1994, 2487, 24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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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기업양도법 폐지의 법적 귀결

위와 같은 이유로, 구채권 및 구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연방주로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1조에 따라 신탁관리공사로 이전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713

이와 관련하여 3 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714 첫째는,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른

유보조건과 결부하여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1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되었을 수도 있다. 715 둘째로는,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따라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716 셋째는,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의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될 수도 있다.717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①통일조약의 입법자의 태도에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가, ②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에 의해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첫째 단의 유보조항이 최종적으로 탈락되었는가,

③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제외근거가 탈락하고,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둘째 단에 따라 신탁관리법이

준용되는 경우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713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5 참조.

714 Papier, DtZ 1993, 290, 294 참조: Papier 는 3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연방주의

포괄승계에 반대하고 있다.

715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20; Meyer-Ravenstein, DtZ 1995, 225도 이런 견해로 해석될

수 있다.

716 Papier, DtZ 199 3, 290, 294;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8 는 이 가능성 때문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제외규정은 쓸모 없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717 BGH NJW 1994, 2487, 2487; BGH DtZ 1995, 171,172; Papier, DtZ 1993, 29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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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규정은 사고 논리적으로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가, 그리고 ④시행령에

의한 법률규정의 무효화가 헌법상 문제가 없는가.

Papier 는 국영임업기업과 관련하여 주의 권리보유권과 그의 권리승계를

부인하였다. 왜냐하면, 그 법적 근거로서의 통일조약 제 13 조는

국영임업기업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718 Papier 는 대체적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국가임업기업은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와 신탁관리법의 조직전환규정을 근거로 – 처음에는

"설립추완중", 1991 년 7 월 1 일부터는 "청산 중"의 – 유한회사의 법적

지위를 획득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통일조약 제 22 조의 의미에서의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일반재산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임업기업은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첫 번째의 해결책에 의해서 야기된 법/령의 계층관계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서독 기본법 제 143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719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NJW 1994, 2487)에 의하면, 이러한

국영임업기업은 1990년 10월 2일까지는 그 자체로서 존속하였지만, 1990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고 한다.720 또한, 국영임업기업의 법적 지위는 1990 년 10 월

2일까지는 "유동상태"이며, 이는 신탁관리법 제 3시행령 제 1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721 그리고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이 통일조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유지된 사실로부터 국영임업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하도록 하려는 통일조약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를 통하여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의 " ···

718 Papier, DtZ 1993, 290, 294; 통일조약 13조 제 1항 첫째 단은 행정기관과 기타의 공공행정

또는 사법에 사용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 있는 주의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19 Papier, DtZ 1993, 290, 295; 독일 기본법 제 143조는 상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본법 질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는 한, 그리고 그런 동안에만, 구동독 지역의 법은 1992 년 12 월

31일까지 기본법의 규정과 다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20 BGH NJW 1994, 2487, 2488.
721 BGH NJW 1994, 2487,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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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oweit)"-규정에 따른 민영화의 제한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에 따른 조직전환의 제외에 대한 근거도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행령이 통일조약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법과 같은 순위의 효력근거 취득했다고 한다.722

Mayer-Rabenstein 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법의 원문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입법자의 농업정책적 의도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723

첫째로, 그는 입법자의 의도 문제를 분석한다. 한편으로는

농림기업양도법이 신탁관리법 보다 후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관리법에 관한 최고인민회의의 문서로부터 그 규정의 명백히 다른

목표설정이 밝혀졌기 때문에, 농림기업양도법이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제외규정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724 또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주로 서로 다른 구소유재산의 산재농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구소유재산의 산재농지는 우선순위로 원상회복재산

또는 행정재산으로서 주에 양도되거나, 차순위로 미결재산문제처리법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매도를 통하여 양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인민농장-유한회사전체의 양도는 의도되지 않았다고 한다.725

둘째로,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의 효과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726

무엇보다도 조직전환이 민영화를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이 되면,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처분이나 임대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또한, 관리부동산 전체가 국영임업기업의 소유로 되지만,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의 발효와 함께 동 시행령 제 1 조에 따라서

722 또한 BGH DtZ 1995, 171, 172도 참조.

723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724 Protokoll des Berichterstatters im Plenum der Volkskammer에 관하여는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참조.

725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726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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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전체 재산이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조직전환된 유한회사는 무재산상태로 될 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실질적인 근거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명백한 법률규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법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727

넷째로, 농림기업양도법의 기능이 통일조약 제 21 조와 제 22 조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고 해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제외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728

마지막으로, 1990 년 9 월 4 일에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전체

재산이 신탁관리법 제 3시행령 제 1조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법인으로서 무재산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 청산종결이 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도대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729 Meyer-Ravenstein 의 견해는 일견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재산으로서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Busche 는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 이후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추후적인 조직전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730 이

인민기업체들은 통일조약 제 22 조와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1 조에

따라서 이미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둘째 단에 따른 신탁관리법의 준용은 오직

민영화(매각)에만 관련된다는 것이다.

727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8.
728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8.
729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8.
730 Busche, in: RVI, B200 THG §11 Rz.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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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견: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민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귀속은, 비록 명백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획일적이다. 비록 이들 기업의 재산이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1 조에

따라서 임시적 신탁관리의 목적으로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 자체는 1990 년 10 월 2 일까지 존속하였다. 1990 년 3 월 1 일

이후의 이런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한 대로 3 가지의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 중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1990 년 10 월 3 일까지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견해에 찬동한다.731

다음으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의 유보

하에서 신탁관리법 제 3시행령 제 1조에 따라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었다는

견해는 동 시행령 제 1 조의 "잠정적 관리 목적으로"라는 원문의 문구에

어긋난다. 732 신탁적 관리라는 개념은 권리보유권이나 권리소유권과 비교될

수 없다. 신탁관리공사의 잠정적 신탁관리가 통일조약 제 22 조 제 1 항의

유보에 의하여 "영구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733

마지막으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재산으로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1990 년 10 월 3 일에 인민기업으로서의 그 법적

지위를 잃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이들 기업의 권리능력이 최종적으로

소멸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34 게다가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법인으로서 개개의 목적물의 합성물을 초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735 이런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이 여타의

731 BGH NJW 1994, 2487, 2487; BGH DtZ 1995, 171,172; Papier, DtZ 1993, 290, 295.
732 Papier, DtZ 1993, 290, 295.
733 Papier, DtZ 1993, 290, 295 참조.

734 Papier, DtZ 1993, 290, 291 참조.

735 Papier, DtZ 1993, 290, 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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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기업과 달리 그 법적 독립성을 포기해야 할 근거가 보이질 않는다.

또한, 인민기업의 민영화와 재조직에 있어서 농업 및 임업에서의 특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6 항의 규정이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으로부터 비독립적인 재산혼합물을 창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736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다른 모든 제외 사례가 각각 상이한

제외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듯이,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을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동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규정은, 시간적으로는 그 순서가 거꾸로이기는 하지만,737 농림기업양도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 이후에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제외규정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둘째 단에 따라 신탁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11조 제 3항의 마지막 연결부호는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농림기업양도법 제 3 조가

"인민농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의 양도가 주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단체에 의해서 거부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신탁관리공사에 이전되어,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농림기업양도법 자체의 실효와 더불어 실효되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실효된 농림기업양도법의 조직전환규정이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의

조직전환규정에 의해서 의미에 맞게 대체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사고논리적으로 일관적일 것이다. 즉,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로 인하여

736 민영화 내지는 재산반환에서의 어려움에 관하여는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참조.

737 Meyer-Ravenstein, DtZ 1995, 225, 226: 이에 의하면 농림기업양도법이 후법이기 때문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조직전환의 제외에 의해서 야기된

인민농장에 대한 입법의 흠결을 뒤늦게 인식하고, 이러한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농림기업양도법을 입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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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민농장의 양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농림기업양도법 제 3 조의 의미에서의 "재산양도의 거부"와 광범위하게

비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탁관리공사가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인민농장을

물적회사로 조직전환하는 것이 그 올바른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 둘째 단에 따라 신탁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마지막 연결부호에 따른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고논리적으로 모순적이다. 결과적으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1990 년 10 월 3 일에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었고, 그 지분권자는 신탁관리공사이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1990 년 8 월 29 일부터 1990 년 10 월 2 일까지의

시기에는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농림기업양도법 제 3 조, 그리고 또한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서 재산권양도에 관한 결정을

목적으로 소집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거부결의 738 가 있는 때에만,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조직전환될 수 있었다. 739 만약,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거부결의가 없는데도 조직전환이 실행된 경우에는,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조직전환된 지방자치단체소속 인민기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재산의 경우에는 1990 년 10 월 3 일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가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견해에

따르면,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 이후에는 이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의 유보가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3항의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림기업양도법의

실효에 의하여 제외의 정당화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은 신탁관리법의 직접적 적용을

통하여 사후에 조직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면, 신탁관리공사가 지분권자가

되었을 것이다.

738 농림기업양도법 제 1조 제 3항, 제 7조 제 4항 참조.

739 BGH NJW 1994, 2487,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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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민농장과 국영임업기업의 사후적인 조직전환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1990 년 7 월 1 일"의 조직전환을

전제로 하는 몇몇 신탁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거나, 의미에

따라수정되어야 했다. 또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조직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관리법의 직접적 적용에 따른 이러한 사후적인

조직전환에서는, 통상적인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있어서와 같이

민영화 과업에 그 우선순위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직전환은

광범위하게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1990 년 7 월 1 일의

법정조직전환과 유사하다. 단지, 인민농장과 인민임업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 이 영역의 특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

제 1조 제 6항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단체소유기업에서 전환된 인민기업 사례

1) 문제점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인민콤비나트 등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법적으로 독립된 인민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 그런데 이러한 기업체 중에는 사회단체소유기업(organisationseigene

Betriebe: OEB)에서 전환된 기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을 할 능력이 없으며, 740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도 또한 배제된다고 한다. 741 그러나 이미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이후로는 인민기업체로

존속하였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구동독 정당법의 개정에 따라 이러한

740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과 4 항: 이 조항에 의하면 오직 인민재산만이 조직전환능력이

있다; KG VIZ 1993, 457: 이 판례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LG Berlin VIZ 1992, 292; Kloth, VIZ 1995, 88, 89; Schießl, VIZ 1994, 377, 378 m. w. N. 참조

741 KG VIZ 1993 457, 459; Schießl, VIZ 1994, 377, 378 m. 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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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신탁관리법의 대상인가의 여부가 문제로 된 일련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사회단체소유재산과 관련한 문제는

구동독 정당법 742 과 이 법에 관한 통일조약의 조건규정 743 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즉, 구동독 정당법은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용되지 않는

사회단체소유기업은 늦어도 1991 년 12 월 31 일까지는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구동독 정당법 제 15 조, 제 23 조).

한편, 그 이후에 삽입된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은 1990 년 6 월

1 일부터 사회단체소유재산의 처분제한을 지시하였다. 744 또한, 정당 및

정당과 결합된 조직, 법인 그리고 대중조직의 구재산은 신탁관리공사의

신탁적 관리에 놓여졌다(통일조약의 조건규정,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 745 이에 따라 이 재산은 우선적으로 구권리자 또는 그

742 Gesetz über Parteien und andere politische Vereinigungen vom. 21. Februar 1990 (GBl. I S. 66), ge-

ändert durch ÄndG v. 31. Mai 1990 (GBl. I S. 274) und ÄndG v. 22. Juli 1990 (GBl. I S. 904).
743 Anlage II Kapitel 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EinigungsV.
744 이 조항은 구동독 정당법 개정법(Änderungsgesetz v. 31. Mai 1990 (GBl. I S. 274))에 의하여

삽입되었다.

745 구동독 정당법 제 20b조:

(제 1 항) 이 법의 발효와 동시에 정당 및 그와 결합된 단체, 법인과 대중조직은 오직

통일관련특별업무청 또는 그 후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게 재산의 변동을 할 수

있다.

(1) Mit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können die Parteien und die ihnen verbundenen Organisationen,

juristi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Vermögensveränderungen wirksam nur mit Zustim-

mung der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vor-

nehmen.

(제 2 항) 정당 또는 그와 결합된 단체, 법인과 대중조직의 재산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1989 년 10 월 7 일에 존재하였던 재산 또는 그 이후로 이러한 재산을 대신하는 이러한

단체의 재산은 신탁관리를 받는다.

(2) Zur Sicherung von Vermögenswerten von Parteien oder ihnen verbundenen Organisationen, juristi-

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wird das Vermögen der Parteien und der ihnen verb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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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자에게 반환되고, 반환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었다. 이 재산은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실체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취득된 것이 입증된 때에만, 정당 및 그

결합조직 등과 같은 기관의 처분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상황 아래서 신탁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법적 문제가 해명되어야 했다. 즉, 1989 년 10 월 7 일 이후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의 발효 이전에, 즉 1990 년 6 월 1 일 이전에 구동독

정당들은 구동독 정당법 제 15 조, 제 23 조에 따라서 다수의

사회단체소유기업 - 대부분 출판사나 인쇄소 - 를 인민재산으로

전환하였다. 746 이러한 기업은 조직전환령이나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과 관련하여,

어떤 물적회사가 이 사회단체소유기업의 권리승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또는

사회단체소유기업의 권리승계자인 물적회사에 대하여 구동독 시절의

구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747

이에 따라 1990 년 5 월 31 일까지 이미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이 조직전환령이나 신탁관리법에 따라 조직전환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조직전환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동독 정당법 제 20a 조, 20b 조의 의미에서의

"결합성(Verbundenheit)"의 개념의 해석 및 동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의 기한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제외기업의

문제(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조직전환

nen Organisationen, juristi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das am 7. Oktober 1989 bestan-

den oder seither an die Stelle dieses Vermögens getreten ist, unter treuhänderische Verwaltung gestellt.
746 Kloth, VIZ1995, 88, 89.
747 Schießl, VIZ 1994, 377, 377 m. w.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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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의 범위(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및 제 4 항)와 관련하여 동독

정당법 제 20a조, 제 20b조 등 해당조문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748

2) 동독 정당법 제 20b조 제 2항의 의미에서의 결합성

개념과 동법 제 20b조 제 1항에 따른 처분제한의

소급효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은 정당과 결합된 조직, 법인 그리고

대중조직의 구재산이 신탁관리공사의 신탁적 관리에 놓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협의로 해석하면, 개인소유회사로 이전되었거나 분리되었던

정당재산은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구동독

정당법의 입법목적을 무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749

또한,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1989 년 10 월 7 일 이후에 정당재산을

보유하게 된 법인이나 조직도 역시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에 따라

신탁관리공사의 신탁적 관리를 받는다고 한다. 750 이와 관련하여, 동독

정당법 제 20a조 제 1항 및 3항, 제 20b조 제 2항의 의미에서의 "결합성"의

기준이 이러한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거의

전적으로 정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기업의 사원이 정당의

신탁관리인인 때에는, "결합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신탁관리와 처분제한이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Schießl 은 위에 언급된 결합성으로부터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의 소급효를 도출하고, 그 전제조건을 규명하려고 하였다.751

그런 목적으로 그는 헌법상의 소급효금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748 인민재산과 그 밖의 다른 사회주의적 재산의 구별 및 신탁관리법의 적용에서의 효과에

관하여는 KG VIZ 1993 457 m. w. N. 참조.

749 OVG Berlin LKV 1991, 29, 30; Kloth, VIZ 1995, 88, 90; Volkens, VIZ 1993, 334, 337.
750 BVerwG VIZ 1993, 247, 248; VG Berlin ZIP 1993, 469, 471 f.; Kloth, VIZ1995, 88, 90; Schießl, VIZ

1994, 377.
751 Schießl, VIZ 1994, 377,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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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chießl 은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의 처분제한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0 일까지의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재산변동은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반해서, Kloth 는 이러한

소급효가 소위 "진정 소급효"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752 즉, Kloth 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산가치가 은폐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신탁적 관리는 1990 년 6 월 1 일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한다.753

Klothe 의 견해는 판례에 의하여 발달된 "결합성" 기준을 결국 동독 정당법

제 20a조 및 제 20b조의 물적인 적용영역의 확장으로 본다.

3)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에 대한

신탁관리법의 적용문제

1990 년 6 월 1 일 이전에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이

동독 정당법 제 20a 조 제 1 항 및 제 20b 조 제 2 항의 의미에서의 결합된

기업으로서, 동법 제 20b 조 제 2 항에 따른 신탁적 관리와 동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소유기업이 조직전환령 내지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의회재판소(Kammergericht: KG)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재산수용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에 신탁관리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754 의회재판소는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도

752 BVerfGE 13, 261.
753 Kloth, VIZ 1995, 88, 89-90.
754 KG VIZ 1993, 457, 458 m. w. N.;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사회단체소유재산이

된 기업은 원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조직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은 신탁관리법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되고, 그 지분을 신탁관리공사가 취득하게 되므로, 그러한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결과를 "재산수용적 효과"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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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고 하면서, 이는 인민기업과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중대한 차이점

때문에 유추적용의 전제조건인 법률의 흠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755 Schießl 은 의회재판소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인민기업은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의 "결합된

기업"으로서 처분제한을 받으며, 따라서 인민기업으로의 전환은 무효라고

한다. 그러한 인민기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단체소유기업이기 때문에,

신탁관리법에 따른 그러한 "명목상의 인민기업(Schein-VEBs)"의 조직전환은

배제된다고 한다.756

그에 반해서, Kloth 에 의하면 그러한 인민기업은 처음부터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입법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757 즉,

정당의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또는 재산이 정당으로 다시 역류함으로써,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입법목적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던 인민기업에서는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입법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한 통제가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758 따라서 그러한

인민기업은 정상적인 인민기업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조직전환령이나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능력이 있다고 한다. Neye 도 인민기업으로서

경제거래에 참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신탁관리공사가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구동독 정당법 제 15 조, 제 23 조의 목표에

755 KG VIZ 1993, 457, 459 m. w. N.
756 Schießl, VIZ 1994, 377, 379-381.
757 Kloth, VIZ 1995, 88, 91: Kloth는 이들 조항의 직접적 목적으로서 정당의 전 재산의 확정과

재산의 통제되지 않은 이전의 방지 및 그 밖의 목적으로서 동독정당의 특권박탈,

기회균등의 확립와 정의의 재확립을 들고 있다; 또한, BVerwG VIZ 1993, 247, 247:

보호목적과 원상회복목적; Schießl, VIZ 1994, 377, 378; Weimar, THG, Einführung Rz. 23 참조.

758 Kloth, VIZ 1995, 88, 91.



- 272 -

부합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급한 "수용효과" 759는

당시 입법자가 알면서도 감수하였을 것이라고 한다.760

4) 사견: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가능성

(1) 198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

인민재산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을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1 일까지의 시기의 처분에 적용하려는 시도 761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Kloth 의 견해에 찬동해야 한다. 76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의 "대체물"규정은 이해될 수가

없다. 즉, 이 조항은 구동독 정당 및 그와 결합된 조직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9 년 10 월 7 일에 존재하였거나, 그 이후에 이 재산

대신에 들어 온 재산이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1 일 사이 처분도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의한 처분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동조 제 2항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제한의 부담이 있는 재산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재산이 대체물로서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763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소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와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인민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서의 정당의

759 LG Berlin VIZ 1992, 292, 293 참조.

760 Neye, LG Berlin EWiR §11 1/92, 81, 82.
761 Schießl, VIZ 1994, 337, 380 참조.

762 Kloth, VIZ 1995, 88, 90 참조.

763 VG Berlin NJW 1991, 1969, 1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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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은 그것이 정당과 그와 결합된 조직 또는 법인 간의 재산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만, 처분제한을 받게 된다. 즉, "처분제한의 부담이

있는" 재산이라는 법적 성격은 이 재산이 1989 년 10 월 7 일 이후에 한

정당으로부터 그와 결합된 조직이나 법인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764 그에 반해서, 처분제한의 부담이 있는 재산이 1989 년

10 월 7 일 이후에 "결합되지 않은" 권리주체로 양도되었으면, 이 재산은 더

이상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다. 765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1 일까지의 시기에 인민기업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이러한 재산이 위의

독일연방행정재판소(BVerwG) 판례의 의미에서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에

따른 "결합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766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에 따른 처분제한은 1990 년 6 월

1 일부터 비로소 적용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인민기업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유효하였으며, 767 독립위원회 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 및 그 결합조직이 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구동독 정당법의

규정(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구속되지 않았다. 즉, 이 규정에

따른 처분제한을 받지 않았다.

인민기업으로 전환된 이러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정상적인

인민기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재산에 속하는 조직의 다수가

– 독일사회주의유일당(SED), 연합정당(Blockparteien) 및 자유독일노동

조합동맹(FDGB)을 제외하고는 – 일반대중과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알려지지

764 BVerwG VIZ 1993, 247,  248.
765 VG Berlin NJW 1991, 1969; Volkens, VIZ 1993, 334, 338.
766 Kloth, VIZ 1995, 88, 91 참조: Kloth 는 그러한 인민기업은 "결합된" 기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767 VG Berlin NJW 1991, 1969, 1970; Kloth, VIZ 1995, 88, 90: 구동독 민법 제 19조와 제 20조

제 3항을 근거로 한 의구심에 관하여는 Kloth 논문의 주 36을 참조; Volkens, VIZ 1993, 334,

338; 반대의견으로는 Schießl, VIZ 1994, 377, 380 m. w.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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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었고, 전문가들조차도 토지등기부의 등기로부터 그러한 연루관계를 잘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768 통일조약에 따른 구동독 정당법 제 20a 조

및 제 20b 조의 규정의 목적은 정당들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력독점을 악용해서 취득한 재산가치를 이들로부터 박탈하고,

미결재산문제처리법적 관점에서의 정당들 간의 기회균등을 이루려는데

있었다.769 이러한 목적은 위와 같은 해석을 하더라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민기업들은 더 이상 정당의 통제와 영향력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제한의 부담을 받는 것"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770

따라서 이런 기업은 정상적인 인민기업으로서 1990 년 7 월 1 일에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고 해야 한다.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원상회복문제는 미결재산문제처리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 771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772

(2) 정당재산 처리의 지체에 따른 입법의 흠결 문제

통일조약의 관련규정의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통일조약은

정당재산이 원칙적으로 먼저 원상회복권리자에게 상환되어야 하고, 그

768 Volkens, VIZ 1993, 145, 146.
769 Kloth, VIZ 1995, 88, 91; Volkens, VIZ 1993, 334, 335 참조.

770 Kloth, VIZ 1995, 88, 91 참조: Kloth 는 동일한 이유로 역시 1989 년 10 월 7 일 이전에

인민기업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항에 따른 처분제한을 배제하려고 한다.

771 정당재산의 반환에 있어서 권한문제에 관하여는 Volkens, VIZ 1993, 145, 147 참조.

772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29 조 제 2 항은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를

받고 있던 재산가치의 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미해결재산문제처리 연방관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배경에 관하여는

Volkens, VIZ 1993, 145, 14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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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경제구조재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773 따라서

구동독의 정당재산 중에서 서독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실체적·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서 취득된 것으로 증명된 재산만이 다시 정당에 환원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통일조약의 조건규정 d)에 따른 정당재산의 처리는

개별사례적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74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하면,

정당은 특정 재산이 서독 기본법적 의미에서의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서

취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그 재산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재판상 관철 가능한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원상회복절차를 포함한

이러한 절차는 1990 년 10 월 3 일을 넘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nicht verwendete) 재산은 1990 년 10 월 3 일 이후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회단체소유기업"이라는 법적 형태는 구동독 지역에 서독 민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소유기업 1990 년

10 월 3 일에 해산되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개개의 재산목적물로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쇄소나 출판사와 같이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기존에 특정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회단체소유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를 수긍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의 흠결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이 통일조약 조건규정 d)의 의미에서의 재산취득의 적법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30 조에 따라 신청서에

의해서 원상회복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법제 1 조에 열거된

재산가치에 대한 청구권이 동법 제 2 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는 사후적으로 늦어도 1990 년 10 월 2 일까지는 모든

사회단체소유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전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90 년 10 월 3 일 구동독 지역에 서독

773 Schießl, VIZ 1994, 378, 378 참조: Schießl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

774 Volkens, VIZ 1993, 334,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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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사회단체소유기업은 더 이상 법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일조약 조건규정 d)에 따른 조치를 지체한 경우에는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775 사회단체소유기업들이 1990 년 10 월

3일 이후에는 해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단체소유기업을 해산해서, 개개의 재산목적물로서 통일조약

조건규정 d)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입법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고찰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의 다른

예외사례와도 비견할 수 있다.

대부분 인쇄소나 출판소인 사회단체소유기업은 그 경제적 기능으로 볼

때 서독법상의 회사와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로의 조직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소유기업이 회원제로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776 사회단체소유기업은 구동독 정당법에 표출된 정당재산의

특이성 때문에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되었다. 회원제적

소유권형태라는 개념은 입법기술적으로 신탁관리법의 입법자가

사회단체소유재산을 인민재산으로부터 경계 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특이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당재산의

취득과정은 불법적이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재산을 적법한

권리자에게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이 사회단체소유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한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6 조,

제 12 조에 따라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미결재산문제처리법 제 29 조

제 2항에 근거한 권한문제는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는다.777

775 Kloth, VIZ1995, 88, 89; Schießl, VIZ 1994, 377, 337 참조.

776 KG VIZ 1993, 457, 459 는 이에 반대한다: 이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형태에서의 이런

차이점 때문에 입법의 흠결이 없다고 한다.

777 이 문제에 관하여는 Volkens, VIZ 1993, 145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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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사회적 시민단체의 재산으로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과, 동법 제 20b 조 제 2 항과 결부하여 통일조약의 조건규정에 따른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신탁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직접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또는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조직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 198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의

시기에 인민기업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1 일까지의 시기에 인민기업으로

전환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은 정상적인 인민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동독

정당법 제 20b조 제 1항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된 서독연방행정법원의 판례의 의미에서의 동독

정당법 제 20b 조에 따른 "결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기업은 국가재산으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각각의

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 기업은 정상적인 인민기업으로서 1990 년

7월 1일에 신탁관리법에 따라서 유효하게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미결재산문제처리법제 29조 제 2항을 주목하여야 한다.778

778 이 규정은 구동독 정당법 제 20b 조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는

재산가치의 반환신청에 대하여는 미결재산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연방청이 결정하며, 이

업무는 구동독의 정당 및 대중단체의 재산을 검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권한문제에 관하여는 Volkens, VIZ 1993, 145, 14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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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의

시기에 "결합되지 않은" 권리보유자에 대한 처분

1989 년 10 월 7 일부터 1990 년 5 월 31 일까지의 시기에 "결합되지

않은" 권리보유자에 대한 처분은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1 항에 따른

처분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런 사회단체소유기업은 더 이상 "처분제한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기업은 통일조약의

조건규정과 결부하여 동독 정당법 제 20b 조 제 2 항에 따른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 기업은 신탁관리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전환되었다.

(3) 1990년 10월 3일 현재 처리가 지체된

사회단체소유기업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

앞의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소유기업은

미결재산문제처리법에 따른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관철하였거나,

또는 그 재산이 실체적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 취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 한 한에는, 신탁관리공사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 779 이

절차는 개별사례적 평가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780 원칙적으로 1990 년

10월 3일이 지나서까지 계속되었다.

1990 년 10 월 3 일에 서독민법이 신 연방주에 발효되었다. 그런데

서독법은 사회단체소유기업이라는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조약 조건규정 d)에 따른 처분 781 이 지연되었으면,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조직전환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기업은

779 Maßgabe d) der Anl. II Kap. II Sachgeb. A Abschn. III des Einigungsvertrages.
780 Volkens, VIZ 1993, 334, 338.
781 Maßgabe d) des Anl. II Kap. II Sachgeb. A Abschn. III  des Einigungsvertrag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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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10 월 3 일에 해산되어야 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사후적 조직전환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민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던

사회단체소유기업의 해산과 신연방주 경제의 중요한 한 부문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조약 조건규정 d)에 규정된 "처분"은 조직전환된 회사의

지분의 양도를 통하여 또는 개별사례적 평가를 통하여 이 회사의 개개의

재산부분을 양도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사회단체소유기업에 대한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서의 특이성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한 사후적 조직전환은 1990 년 10 월

3 일에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었다. 이 조직전환은 1990 년 7 월 1 일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전환이 아니다. 이 재산은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다.782 이 반환과정은 개별사례적 평가를 통하여 이행되어야 했다.

이 재산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의 입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조직전환의 급박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전환과정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신탁관리법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서 성립한 물적회사는 동법

제 19 조 이하 및 제 21 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1991 년 6 월 30 일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그 날이 종료하는 때에 해산된다는 신탁관리법 제 22 조의

강제해산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해 성립된 물적회사의 지분권자는

신탁관리공사이었다. 따라서 통일조약 조건규정 d)의 의미에서의 권리자가

확정되면, 신탁관리공사가 조직전환된 물적회사의 지분을 권리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이 회사가 해당 재산부분을 권리자에게 양도하면 될

782 Maßgabe d) des Anl. II Kap. II Sachgeb. A Abschn. III  des Einigungsvertrag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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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설립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공사의 자리에

권리자가 들어서고, 그 권리자가 설립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될 것이다.

4. 설립의 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 문제

1) 서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이 사실적으로

분할되어(Realteilung),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수개의 회사로 조직전환되어

등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기업분할 사례). 783 또 다른 경우에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이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어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로

등기되는 사례도 있었다(제외기업 사례).784

서론을 비롯하여 이 논문의 관련되는 곳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785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는 우선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구동독에는 국가조약에 따라 서독의 회사법이

이미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관리기업에는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기존 회사법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었다. 특히 등기된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783 신탁관리공사는 조직전환령에서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법에서도 인민기업체의 분할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Ganske, DB 1991, 791, 797 주) 100 에 실린 1990 년 8 월

23 일자 신탁관리공사사장의 회람(Rundschreiben) 참조; Kübler 는 이러한 분할이

통례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M.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 333, 337; Horn은 민영화가

진척되었음에도 인민기업체의 수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분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S. 807 참조.

784 Stute, VIZ 1994, 381에 따르면, 그 수는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785 서론, 제 4장 제 1절 (서설), 제 6절 II.1. (경직성의 개념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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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4 조 제 1 항786과 결부하여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 또는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기업분할 사례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한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이 회사는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4 조 제 1 항과 결부하여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

또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에 따라서 "상태보호(Bestandsschutz)"를

누릴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등기된 하자 있는 물적회사는 소급적으로

말소될 수 없고, 오직 무효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장래에 향하여 해산될

수 있을 뿐이다.787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회사의 "계약적 기초"가 존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 및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일반 회사법상의 설립등기와는 달리 선언적

효력 밖에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계약적 기초와 창설적

효력을 갖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물적회사법상의 상태보호규정이

신탁관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었다. 788 이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첫 번째 견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을 부정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자있는 설립추완회사는 표현회사이고, 이 회사는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2 조에 의해서 직권으로 그 등기가 말소되어야

786 독일 구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ti(FGG) v.

17. Mai 1898 RGBl. S. 189)는 Artikel 112 Abs. 1 FGG-Reformgesetz. v. 17. Dezember 2008 (BGBl.

I S. 2586)(비송사건절차법개혁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이 조항은 현재는

가사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vom 17. Dezember 2008 (FamFG)(BGBl. I S. 2586, 2587))의

제 397조에 규정되어 있다.

787 Scholz/Winter, GmbHG, §10 Rz. 21이하 참조.

78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Kapitel4 §16 Rz.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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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789 이에 반대하는 두 번째의 견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도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에 의한 상태보호는 재산이전의

하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이전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이

제정되었으며, 재산이전 하자의 문제는 이 규정에 따라서 비로소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790 다만,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이 치유규정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된 인민기업체(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가 분할되어 조직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791

2) 학설의 전개

(1)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의 입법이유서의 입장

"기업분할 사례"와 관련하여 신탁관리기업분할법792의 치유규정(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을 입법함에 있어서, 793 입법자는 이러한

789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Neye AG Charlottenburg EWiR  §11 3/92, 387, 388; Frei-

herr von Spiessen/Gruber, VIZ 1994, 209,210 und 212: 저자들은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3항에

따른 제외기업 사례의 경우에는, 상태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업분할 사례의 경우에는

상태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790 Kübler 는 "실행(Vollzug)"에 따른 하자있는 회사는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오직 즉시로부터 소멸될 수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그 등기가

최종적으로 좌절된다고 한다. Kübler, Fehlgeschlagene Spaltung, 333, 352 참조; 그에 반하여,

Horn 에 의하면, 신탁관리기업분할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조직행위가 다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6 참조.

791 Freiherr von Spiessen/Gruber, VIZ 1994, 209, 210; 반대 견해에 관하여는 BezG Dresden, VIZ

1992, 116 참조.

792 신탁관리기업분할법(Gesetz über die Spaltung der von der Treuhandanstalt verwalteten Unterneh-

men vom 5. April 1991(BGBl. I S. 854))은 신탁관리공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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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분할(Realteilung)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인민기업이 물적회사로 조직전환되어 등기되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였다.794

(2) 적용부인설

Charlottenburg 구법원은 위와 같은 정부안의 입법이유서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구성요건이 완전히

지분이나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설립추완중의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추완중의 주식회사의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일반적인

회사의 분할제도는 1994년의 조직재편법정비법(Gesetz zur Bereinigung des Umwandlungsge-

setz v. 28. Oktober 1994(BGBl. I S. 3210)) 제 1 조로서 공포된 새로운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 vom 28. Oktober 1994(BGBl. I S. 3210, ber. 1995 I S. 428))에

의하여 비로소 도입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도 참조.

793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하자사례에

대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조직전환령 또는 신탁관리법의 대상인

인민기업체였던 법적주체의 재산 또는 그 일부, 또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또는

제 23 조에 따라서 그러한 법적주체에게 귀속된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사실분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새로운 물적회사로 이전되었으나, 그 재산이전의

법적근거가 흠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이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개개

목적물의 권리이전의 하자는 새로운 물적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치유된다.

794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에 대한 정부안의 입법사유서(Begründung des Regierungsent-

wurfes zu §12 SpTrUG, abgedruckt in: Niederleithinger, Hemmnisbeseitigungsgesetz, Nr. III, S. 31 f)

참조; 이러한 치유규정과 비슷한 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분야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민법시행법(EGBGB) Art. 231 제 9 조 제 1 항 둘째 단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분야에게 독립적 사용 및 경영을 위해서 양도되었던 인민재산 또는 인민재산의

일부의 재산이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재산이전은 귀속통지(Zuordnungsbescheid)에

의해서 추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하자있는 물적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었으면, 그 조직전환이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토지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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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결여된다"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795 Charlotten-

burg 구법원 796은 1990 년 7 월 1 일에 조직전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그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표현회사(Scheingesellschaft)라고 한다. 즉,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의 성립이 이미 사고논리적으로

배제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성립한 것이고, 하나의 조건이라도

흠결된 경우에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서독

구비송사건절차법 제 142조에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다.797

Neye 는 그 결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근거설시에 있어서도 이

견해에 찬동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례들에 있어서 다른 법원들도 이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부연한다.798

이러한 지배적 견해는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표현회사로서,

어떠한 회사계약에도 - 비록 하자가 있는 것이라도 -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단지 선언적 효력밖에는 갖지

못한다고 한다.799

795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이 AG Charlottenburg의 결정(Beschluß)은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동법에 따른 조직전환으로부터 제외된 자료처리-

인민기업(Datenverarbeitungs-VEB)에 관한 것이다.

796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797 이 사례는 자료처리인민기업(Datenverarbeitungs-VEB), 즉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 둘째

연결부호의 의미에서의 국가기업(Staatsunternehmen)에 관한 사례이다.

798 Neye, AG Charlottenburg EWiR §11 3/92, 387, 388.
799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LG Berlin ZIP 1991, 407, 408 und 409: 그러나 이 판례는

그로부터 실행에 의한 하자있는 회사를 추론한다; Neye, AG Charlottenburg EWiR  §11 3/92,

387, 388; Neye, KG EWiR §11 1/93, 397, 39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4: Horn은 여기서 문제제기만을 하고 있다; Schießl, VIZ 1994, 377,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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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긍정설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재산이전의 하자의

문제도 동시에 치유된다는 견해 800 와 재산이전의 하자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견해801가 있다.

먼저, 의회재판소(Kammergericht)는 상업등기부 상의 등기로 인하여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성립된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즉, 의회재판소는

설립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하자있는 조직전환에서는

오류등기나 불완전한 등기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례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등기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와 함께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성립하였고,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서 양도적

조직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802 이러한 의회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Neye 는 의회재판소가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가 단지

선언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법률규정에 의하여(ex lege) 이행되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그 밖의 어떠한 창설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803

Stute 는 원칙적으로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에는 찬성하지만,

재산이전의 하자문제에 관하여는 의회재판소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Stute 의 견해는 Charlottenburg 구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법적인 후속 문제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근거로 한다. 804 또한, 그는 신탁관리법 제 11 조

800 KG VIZ 1993, 113, 114.
801 LG Berlin ZIP 1991, 251, 25; LG Berlin ZIP 1991, 407, 409; Stute, VIZ 1994, 381, 382-383; Weimar,

DtZ 1991, 182, 184.
802 KG VIZ 1993, 113, 114.
803 Neye, KG EWiR §11 1/93, 397, 398.
804 Stute, VIZ 1994, 381, 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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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을 위반한 조직전환의 경우에서의 법적 상황은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에 따른 양도적 조직전환에서 조직전환 결의가 무효일

때의 법적 상황과 비견할 만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의 흠결이 문제냐, 또는 법적인 명령의 흠결이 문제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805 다만, 그는 일반적인 조직전환법의 법리에

의거하여, 유한회사의 창립과 구인민기업체 재산의 포괄승계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등기와 함께 양도적 조직전환을 통하여

재산이전도 발생한다는 의회재판소(Kammergericht)의 견해에는 반대한다.806

3) 적용조건의 검토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조직전환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에

"계약적 기초"가 존재하는가, 그 등기가 "창설적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1) 계약적 기초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807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등기된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가 성립한다. 신탁관리법

법 제 15 조 제 4 항, 16조, 17조에 따라 자본, 임시기관 및 주식과 출자지분

등 일정한 정관기재사항이 의제되는데,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이러한 잠정적 정관을 갖춘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확정되게 된다.

805 Stute, VIZ 1994, 381, 384-385.
806 Stute, VIZ 1994, 381, 385.
807 이 논문 제 4 장 제 3 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구조), 제 6 절 II.2.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불가성), III.1. (기업분할 사례), III.1.2)(2)

(해결방안: 신탁관리법제 11 조 제 2 항의 선택권의 확장),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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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 임시적 실체가 확정된 설립추완중의 회사만이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이러한

등기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근거를 제공하고 및

신탁관리기업분할법 제 12 조 제 1 항 첫째 단의 의미에서의 재산이전하자의

치유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분할회사는 이미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 이전에도 재산을 갖춘 설립중의

회사로서 그 상태를 보호 받게 된다.

(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그 대상을 어떤 의구심 없이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집단규정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등기는 동법 제 11조 제 2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인증 기능, 물적회사의 창립 기능 뿐만 아니라,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절차의 개시를 위한 자격의 확정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단순히

선언적 효력을 넘어서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기능은 법정조직전환 과정에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1항 둘째 단에 따른 선택권의 행사 또는 기업의 조직재편이 있는 경우에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임시정관을 갖추고 그 밖의

설립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반해서, 어떠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하자있는 회사로서 서독 주식법 제 275 조 이하 내지는 서독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에 따라서 해산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선언적 등기"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창설적 등기"로서의 특징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특히 구동독의

계획경제로부터 서독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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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에게 불분명하였던 법적 상황을 고려하면, 808 위에서 언급한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의 확정기능과 인증기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809

① 논의의 개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회사가 통상적인 회사에서와

같이 등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기준일에 법 자체에 의해서(ipso

iure) 성립하는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전환된 회사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선언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한다. 810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811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동일한 등기가 하나의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창설적 효력을 갖고, 다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선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주목할 만하다. 812 비슷한 맥락에서, 신탁관리법 제 21 조

제 3 항에 따른 등기가 "설립추완중"이라는 부가명칭의 삭제와 관련하여

정정등기로서 선언적 효력을 갖지만, 물적회사의 성립에 관하여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다.813

808 BGH DtZ 1995, 128, 130 참조.

809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의 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 장 제 6 절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에서 상술하였다.

810 Weimar, THG, §15 Rz. 4; Weimar, GmbHR 1991, 507, 508; K. Schmidt, in: Scholz, GmbHG, §11 Rz.

188;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6 Rz. 14; Neye, KG EWiR §11 1/93, 397, 398;

Busche, in: RVI, B200 THG §15, Rz. 1.
811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4. (설립의 하자에 관한 원칙의 적용 문제) 참조.

812 K. Schmidt, Handelsrecht, S. 388.
813 Weimar, THG, §21 Rz.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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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견

구동독의 법 개념은 예를 들어 인민콤비나트의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같이 서독의 사회국가와 조화되지 않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각인되어

있었으며, 독일 통일 이전의 한 시점인 1990 년 7 월 1 일부터 이미 이런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814 구동독 민법(ZGB)과 인민콤비나트의 법인격을

규정하는 그 밖의 구동독법규의 존속에도 불구하고,815 1990년 7월 1일부터

회사법의 관점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인민콤비나트의 성격은 제한된 의미만을

가질 수 있다.816 따라서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4 항에 따른 인민기업체의

조직전환자격 유무의 결정기준으로서, 구동독법에 따른 법인격은 오직

하나의 정황증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는 그 기능상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기업분할 사례에서는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는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즉, 신탁관리법 법 제 15 조 제 4 항, 16 조,

17 조에 따라 자본, 임시기관 및 주식과 출자지분 등 일정한 정관기재사항이

의제되는데, 분할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등기되지 않으면, 이러한 의제가 분할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동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동법 제 1 조

제 4 항에 규정된 인민기업체로부터 성립되었어야 할 분할 전의 회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의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물적회사(Spaltungskapitalgesellschaft im Aufbau)들은 – 하자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 의제된 임시정관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설립추완중의 분할물적회사들의 경우에는, 상태보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814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07.
815 콤비나트령은 구동독 민법 제 11 조 제 1 항과 결부하여 콤비나트령 제 3 조 제 4 항에

따라서 콤비나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였다. 이 법은 통일조약 제 8 조에

근거하여 1990년 10월 3일자로 실효하였다.

816 Busche, in: RVI, B200 THG §1 Rz. 21; Weimar, BB 1991, Beilage 13, 17, Fn.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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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되어 있는 일체의 계약적 기초(정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태보호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계기를 찾을 수 없다. 만약, 분할되기 전의

본래의 설립추완중의 회사도 또한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등기되지 않았으면, 이 회사도 단지 하자있는 정관(회사계약)만을 갖추게

되고, 신탁관리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그 밖의 회사설립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회사는 해산되어야 한다.

위에서 규명된 바에 의하면, 인민기업체의 법정조직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 제 11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본질에 있어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해산구성요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오직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를 통해서만,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라서 그 밖의 설립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이 등기를 통해서,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 임시정관의 존재여부 및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절차개시의 권리가 등기법적으로 검사되고, 인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라서 그 밖의 설립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고, 결국은 해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자있는 조직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상태보호규정의 적용은

오직 하자있는 물적회사가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서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고, 이에 따라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그 밖의

설립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와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4) 하자있는 회사 법리의 효과의 수정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에 의하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설립 하자의 문제는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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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817 행정재산은 "사용 그 자체"를

통하여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공용되고, 또한 행정기관 자신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은, 그에 관한 법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나 하자있는

조직전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선택권의 확장,

독일 통일의 입법상황의 변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신탁관리법의 적용, 유추적용 내지는 임의적 적용이 제시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분할된 구동독 국영기업과 제외된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은 설립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분양도의 문제로 된다. 이러한

해석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목적에도

합치한다.818

물론, 위에서 제시된 견해와는 달리, 모든 사례에 있어서 설립의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등기된 하자 있는 물적회사는 소급적으로 말소될 수 없고, 오직

무효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장래에 향하여 해산될 수 있을 뿐이다. 819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관리법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분할 사례, 제외기업 사례 및 사회단체소유기업 사례의 하자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일반 회사에

있어서와는 달리, 무효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회사법리의

효과로서는 회사의 해산이 아니라, 지분양도의 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817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1.2) (사견), 2.2)(4) (사견), (5) (소결), 3.4) (사견) 참조.

818 이 논문 제 4장 제 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참조.

819 Scholz/Winter, GmbHG, §10 Rz. 21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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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

이 절에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을 기준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도출하였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는 결국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리적

해석은 신탁관리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신탁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신탁관리법을 해석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절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분할 사례에서는 입법의 흠결을 규명하고, 그 흠결의

해결방식으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에 "자격확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외기업 사례에서는 그 제외이유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업의 경우에는그 제외 이유가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귀속된 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직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탁관리법이

구동독 기업의 "법인격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외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해태하여 해당 기업이 법인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법의 흠결을 인정하여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든가,

"기업이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는 식의

법적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즉, 분할회사의 조직전환이나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조직전환은 다른 회사법상의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직전환이 된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성격상 여전히 조직전환의 하자가 문제로 된다. 이렇게

하자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계약적 기초" 및 "창설적 효력이 있는 등기"라는 요건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에 자격확정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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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의 응용

제1절 서설

이 논문에서는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 기업의

재편 방식을 상정하고,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틀에 따라,

회사전환의 대상기업, 회사전환의 방식 및 구조,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

법정회사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환에서는 경제형성의 권한이 국가와 개인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820 기업분야에서는 이러한

권한배분은 그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그 기업에 적용되는

설립근거법에 따른 기업의 실체형성을 통하여 확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북한의 기업분야에서의 권한배분체계를 우리나라 기업법의 권한배분체계에

상응하게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기업형태와 그 적용법규에 따른 권한배분 방식에 관한 검토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즉, 북한의 어떤 기업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회사로 전환하고, 그 실체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권한배분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거하여 그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하여는 이러한 목적론적 법해석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면, 북한 국영기업의

820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 294 -

회사전환에 관하여는 회사전환의 목적에 합치하는 입법 방안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유연화의 문제는,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직성

문제의 시작점이었던821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에 관한 문제의 한 영역으로서

회사전환 대상기업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한다.822

한편,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이 처하게 될 법적 상황은

원칙적으로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처했던 법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를 그대로 원용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근거법은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이라 하고,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라고 한다.

제2절 구동독 회사전환 방식 적용의 타당성 검토

1990 년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가시화되어 가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사회주의적 재산제도에 기초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의 문제가 대두하였다. 유럽 동구권에서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주로 경제엘리트에 의해서 주도 되었으며,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여 혁신적으로 서구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823 중국의

821 경직성의 문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방식 및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에

관한 법률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인하였다.

822 이 장 제 4절 I.3.3) (회사전환자격에 의한 유연화) 참조.

823 제도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공감대 위에 추진된, 선진 국가의

제도를 모델로 한 구동구권의 경제개혁은 제도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이것이 즉시 경제적 성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정치엘리트가 주도한

혁신적인 제도의 개혁으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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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비교적 기존의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동서독의 통일을 바탕으로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통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독일에서만 가능한 "왕도"라고 평가되었다.824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존의 국가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과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개인기업을 "동등하게" 병존시키는 식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825 구동독에서도 1990 년 대 초기에 사회주의 헌법 및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영회사나 합작회사의 형태의 기업을

도입하여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을 통하여

경제체제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부분적 개혁에 그칠

수 밖에 없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조직전환령에 따른

국영기업의 회사전환도 의도하였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826 북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1980 년대에 중국의 경제개혁의 영향을 받아

것이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Murrel, Institutions and Firms in Transition

Economies, in Claud Ménard and Mary M. Shirley (Eds.),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pringer; 2005), 693 참조.

824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825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101 참조.

826 이는 북한의 경제체제개혁의 방향설정에도 시사점하는 바가 크다. 2002 년 7 월 이래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의 모태가 된 2001 년 10 월 3 일 담화("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고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생산과 건설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고 더 큰 실리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소의 생산활동과

수입분배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관리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상),

각주 2)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부분적 개혁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의도하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 오기가 어렵다는 것은 구동독의 예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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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85 년부터 도입한 연합기업소 중심의 산업관리체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장경제의 도입 이외의 대안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827 또한, 구동구권에서와

같은 혁신적 경제개혁 방식은 제도적응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성공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위에

언급된 어떠한 경제개혁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들과의 거리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828 이러한 상황 아래서 독일만의 "왕도"라고

평가되던, "법의 동화에 의한 체제전환" 방식은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이 이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남한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장경제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법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포기하고, 남한의 법체계를 광범위하게 계수하는 방식의

개혁을 택한다면, 남한이 이룩한 수십 년 간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입법적으로 단숨에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829 다만, 이 방식은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협력을 통해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독일의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에 의하여 이미 증명되었다.

먼저, 북한의 국영기업을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 즉, 1945 년 이전에 한반도는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정치적 이유에서 각각

사회주의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다른 길을 갔다. 따라서 법을

827 최신림/이석기,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구조, 108. 다만, 이 논문 109 면에서는

북한 경제의 점진적 개혁을 상정하고, 중화학 공업부문의 대단위 기업체로서의

연합기업소와 경공업부문에서 중심적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산업공장 사이의

시장관계 형성을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828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5 참조.

829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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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함으로써 이전의 남북한의 공통상태를 기반으로 그 이후의 남한의

시장경제의 경험과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기본구상은 독일에 있어서의 "법의

동화에 의한 경제개혁"의 기본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착안하여 독일식의 체제전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는데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장기간에 걸친 양 독일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따른

구동독의 경제개혁 방식을 북한에 응용하려는 구상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구동독의 경제개혁의 전개는

구동독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개혁 단계와 동서독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법의 동화에 의한 개혁 단계라는 2 단계 구조를 취하므로, 이와 같이

대화와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를 통일하고

경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830 당시 독일은 통일을 불과

1 년도 남겨 놓지 않은 1989 년 11 월까지만 해도 당시 서독 수상이던

Kohl 조차도 독일의 통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즉, 독일의

통일은 양 독일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협상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전후한 정치·경제적 위기와 1990 년 3 월의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표출된 구동독 국민의 결정에 따른 구동독의

해체과정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따라서 독일식의 체제전환에 대한 위와

같은 회의적인 시각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1990년 3월의 구동독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와 같은 국민의 의사결정의 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에 의한 체제전환, 즉 국가적

통일의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에 의한 국영기업의 일괄적 회사전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법의 동화"에 의한 체제전환에 관한

830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1. (경제체제 전환의 의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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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남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검토된 바는 북한이 스스로

사회주의 헌법을 포기하고,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하에서 국영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지역에서 기존의 북한의 국영기업 형태가 어떤

이유에서든 법적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논문에서 검토된 "법정조직전환에 의한 회사전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우리나라법상 공기업의 회사전환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당시 서독법상의

조직전환제도를 모델로 하여 신탁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물적회사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다.

I. 우리나라법상 민영화 개념과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독일법에서는 조직민영화(형식적 민영화)의 방편으로서, 일반적인

회사법 규정에 따른 금전출자나 현물출자방식 외에, 공기업 및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조직재편에 관하여 독립된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831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831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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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832 이런 의미에의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공기업이나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형태나 방법이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833

물론,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형식적 민영화 또는 단계적 민영화의 한

단계로서 정부기업의 공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834 그러나 그 방식이나 법적근거, 적용법리에 관하여는 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60 년대 이래로 수많은 공기업이 설립되고 민영화조치가

이루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의

지분정리 등 공기업을 선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조직을 재편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주식매각이나 현물출자,

폐지·청산, 흡수·통폐합 정도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835 물론, 민영화의

여건을 조성한 후 민영화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가의 기간산업인 네트워크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의 기능을 분할하거나, 철도사업을 공사화 하는 등의

832 박영희, 공기업론, 283; 유훈, 공기업론, 531.

833 박영희, 공기업론, 283 이하; 유훈, 공기업론, 531 이하 참조. 이런 의미에서의 민영화의

경우에는 "민유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독일법에서의 자산민영화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283 및 이 논문 제 3 장 제 1 절 I. (민영화

개념) 참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의 보유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협의의 민영화라 하고, 공공부문의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공공부문이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민영화, 기업은 공공부문에서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광의의 민영화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자회사의 매각이라든가, 공기업의 증자에 민간투자가를 참여시켜서 정부지분율을 낮추는

것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294 참조.

834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293; 백평선, 공기업민영화, 32.

835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307-318; 유훈(공저), 공기업론, 540-5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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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였다.836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대상인 공기업을

체계적을 관리하고 민영화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단행

법률이라고 하는83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관구성, 주식소유, 주주권 행사 및 주식의 매각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법에는 독일의 조직전환제도와 같이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상법에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을 위한 법적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II. 공기업의 형태와 적용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서는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838 따라서 이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기업체계에

상응하게 재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체계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한배분은 그 기업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그 적용법규는

무엇이며, 그에 따라 그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39

836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314 참조.

837 유훈(공저), 공기업론, 540.

838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839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의 변화의 추이는 1987 년의 민영화

추진위원회의 민영화 추진정책, 1994 년 7 월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등, 1960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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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체계에서 기업의 형태 및 그 적용법에 따른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 방식은 결국 북한의 기업체계를 재편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사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어 사인에게 매각되어야 할 기업과 그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기준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40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형태와 그 적용법규에 관하여

고찰한다.

1.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에 관하여는 통일된 개념은 없으나,8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든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한다. 842

이러한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및 관리하는 공익사업체이며,

동시에 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은 그 출자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된다.

1) 국가공기업

국가공기업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종전에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서 읽어 낼 수 있다.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307 이하; 유훈(공저), 공기업론, 540 이하 참조.

840 물론,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전환하되 사인에 대한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841 우리법 상 기업에 관한 정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업은 그 구성주체에 따라

형태와 종류가 다르며, 그 소유주체에 따라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된다.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3-4 참조.

842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5-7; 유훈(공저), 공기업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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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부문에 따라" 공통적으로 관리·운영 및

감독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43 의 제정과 함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 1 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제 5 조),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및 감독을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일원화하고 통일하였다.844

(1)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

정부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개념 행정부의 부처와 같은

조직형태의 공기업

(정부기업)

특별법 또는 일반

회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의 공기업

설립근거법 정부조직법 원칙적으로 상법 특별법

법인격 법인격 및 당사자능력

없음

사법상의 법인,

당사자능력 있음

공법상의 법인,

당사자능력 있음

8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7.4.1] [법률 제 8258 호, 2007.1.19, 제정],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1.07.25] [법률 제 10896].

844 이준우, 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0(이하

이준우, 공공법인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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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특별회계 원칙적으로 사인과의

공동출자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투자

기관구성 일반공무원과 동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

임원을 정부가 임명

직원의 신분 공무원(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이 아님

(임원은 준공무원)

일반행정기

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

적용받음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현재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845

정부기업예산법846;

감사원법)

적용받지 않음. 단,

감사원법

적용(제 22조 제 1항

제 3호 - 필요적

검사사항: 정부지분

50%이상 기업;

제 23조 제 4호,

제 5호 - 선택적

검사사항: 그 외의

기업)

적용받지 않음.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적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형

공기업의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통

요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와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845 국가회계법 [시행 2010.5.17] [법률 제 10289호, 2010.5.17, 일부개정].

846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 10247호, 2010.4.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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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내지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제 1호 내지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특별

요건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제 5조 제 1항)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제 5조 제 1항)

공공기관 중

동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을 제외한

기관(동법

제 5조

제 4항)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동조

제 2항)

위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동조 제 2항)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동조

제 3항 제 1호

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동시행령

제 7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동

조 제 3항

제 2호 가)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이 아닌

공기업(동법

제 5조 제 3항

제 1호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동

조 제 3항

제 2호 나)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 146 조 제 1 항),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2 항).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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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보완법으로서,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847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제 9 조 제 2 항),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출자할 수

있다(동법 제 18 조 제 1 항 본문).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 2 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동항 단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는 지방직영기업(지방공기업법 제 5 조 이하),

지방공사(동법 제 49 조 이하), 지방공단(동법 제 76 조 이하) 및

공사혼합기업(동법 제 77조의 3 이하)이 있다.

다음 표는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그 적용법규 및 그에 따른 기업의

구조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괄호안의 법조문은 지방공기업법의 조문이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혼합기업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 직접

설치·경영하는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주식회사

(출자법인)

또는

재단법인

(출연법인)

설립근거법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2. 차., 제 146조

847 유훈(공저), 공기업론,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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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 5조, 지방재정법

제 9조 제 2항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제 2항,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1항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제 2항,

제 76조 제 2항,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1항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

제 1항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1항 단서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일부

법인, 당사자능력 있음(제 51조,

제 76조 제 2항)

법인(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제 77조의 3

제 1항)

회계의

독립성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특별회계(지방재정

법 제 9조 제 2항),

독립성 낮음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계의

독립성이 높음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계의

독립성 높음

자본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가 전액출자,

자본금의

2분의 1내에서

민간출자

허용(제 53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제 53

조 제 1항,

제 76조 제 2항)

지방자치단체

는 자본금의

2분 1미만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집행기관인 사장(공단의 경우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단일기관제(제 62조

제 1항, 제 2항, 제 76조 제 2항)

사장, 이사

직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아님 지방공무원

아님

적용법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제 6조)

조례(제 5조, 제 49조 제 2항,

제 76조 제 2항); 정관(제 56조

제 1항, 제 76조 제 2항)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부분

배제848

상법의 상법 적용되지 성질에 반하지 상법 준용되지 민법의

848 지방공기업법 제 77 조의 7 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 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 55 조, 제 64 조, 제 71 조,

제 75조의 3 및 제 75조의 4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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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않음 않는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단, 상법

제 292조는

제외(제 75조)

않음(제 76조

제 2항)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

2. 적용법

1) 서설

공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은 그 근거법령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민법과 소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무부처의 규정이

적용되고, 특수법인에 있어서는 설립근거법령에서 그 설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와 설립근거법 이외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 849 이러한 법률로는 각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령 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기업민영화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을 들 수 있다.850

이러한 법률들은 그 대상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설립 및 관리·감독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법, 특히 상법의

적용 내지는 준용범위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849 이준우, 공공법인 관련 법제, 35.

850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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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제 2 조 제 2 항), 기존의 공기업의 설립근거법령 및 관리·운영

개별법령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851

2) 국가공기업

아래 표는 설립근거법 이외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입법례에 있어서 공기업의 설립근거법령 및 관리·운영법률의

대상기업과 그 적용법을 정리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제정 이후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 공운법이 공기업민영화법이나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설립근거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운법은 상법의 포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법이나 그 대상기업의 설립근거법에서와는 달리, 적용되는

상법규정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공기업민영화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대상기업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적용법률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기관 기관성격 적용법률
설립근거

법

설립근거법상

적용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기업민영화법)

제 2조 제 3조

제 2항

제 3조

제 3항

한국담배

인삼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않음

이 법,

상법주식

회사규정

한국담배

인삼공사

법 (폐지)

이 법, 정투법,

상법주식회사

규정

한국전기

통신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이 법,

상법주식

회사규정

한국전기

통신공사

법 (폐지)

이 법, 정투법,

상법주식회사

규정

851 이준우, 공공법인 관련 법제,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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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한국가스

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않음

이 법,

상법주식

회사규정

한국가스

공사법

이 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 이 법,

공운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한국중공

업주식회

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않음

이 법,

상법주식

회사규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법

이 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 이 법,

공운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한국공항

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않음

이 법,

상법주식

회사규정

한국공항

공사법

이 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 이 법,

공운법,

공기업민영화

법,

상법주식회사

규정(292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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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정투법) (폐지)

정부가 납인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제 2조

제 2항에 규정된

방송기관, 금융기관

제외)

상법 제 399조 내지 제 401조

(이사의 책임); 상법 제 414조 및

제 415조(제 400조 준용부분; 감사의

책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

법(정산법) (폐지)

1. 정부출연금 연간

50억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정부 최대지분보유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금보조금

합계가 연간 총수입

50퍼센트이상, 3.

연간 50억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상법적용에 관한 규정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공기업 상법 제 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 2항; 제 391조의 3 (이사회의

의사록) 제 1항 및 제 2항;

제 393조의 2(이사회내 위원회);

제 542조의 11 및 제 542조의 12

제 3항부터 제 6항(감사회의 구성과

권한 등);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 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 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 401조(제 3자에 대한 책임);

제 414조(감사의 책임),

제 415조(준용규정);

제 542조의 6(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적용법에 관하여는 앞에서 지방공기업의 형태에 관한

표에 통합하여 정리하였다.852

852 이 절 II.1.2) (지방공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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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체계는 공법상의

기업형태와 사법상의 기업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기업형태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법상의 기업 형태 및 그 조건에 관하여는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와 사인 간의 권한배분과 그 법적근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형태 권한배분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공

기

업

국가공기업 비법인

형태

정부기업 국가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법인

형태

공사형 공기업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민영화

법, 감사원법

특별법

주식회사형 공기업 국가, 사인 상법

지방공기업 비법인

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조례,

지방자치법

법인

형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조례,

정관

공사혼합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인

상법(출자법인) 또는

민법(출연법인),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

규정

사기업 사인 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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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1. 서설

독일에서의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법에서는 공기업과 공공시설의 회사전환은 금전출자방식,

현물출자방식, 조직전환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853

우리나라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들은 민영화를 주식을 포함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로 공기업이나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형태나 방법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854 따라서 독일법상의

조직민영화와 같이 사법상의 법인의 설립이 민영화절차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그 전제로 되어 있는 민영화에 관하여는 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그 방식이나 법적근거, 적용법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별도로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법상 공기업의 조직재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2. 금전출자 및 현물출자

우리나라법에서는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도 허용된다(상법 제 195 조, 제 222 조, 민법

제 703 조 제 2 항). 특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 290 조 제 2 호, 제 295 조 제 2 항,

853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I.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854 박영희, 공기업론, 283 이하; 유훈, 공기업론, 531 이하 참조.



- 313 -

제 299 조 제 1 항, 제 299 조의 2, 제 422 조, 제 544 조 제 1 호, 제 550 조,

제 551조, 제 586조).

한편, 공기업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공공법인을 각각 하나의 관리·감독법률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으나,

법인형태의 공기업의 설립이나 전환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 다만,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제 60 조 내지 제 65 조), 855 지방공기업법도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제 53 조). 또한, 공사의 설립근거법인 각각의 공사법은 자본금의

금전출자 및 현물출자에 관하여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856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지방공기업법 또는

개별적인 공사법에 따라, 금전출자 또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주식회사

또는 공사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뿐이며, 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855 이전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 현물출자의 절차, 출자가액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은 국유재산법([시행 2009.7.31] [법률 제 9401 호,

2009.1.30, 전부개정]) 부칙 제 2 조에 따라서 폐지되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 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은 제 60 조 이하에서

현물출자절차, 출자가액 산정, 출자재산 등의 수정,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 65 조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제 60 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 제 295조 제 2항, 제 299조 제 1항, 제 299조의 2와

제 42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 11 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68조).

85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 4 조 제 2 항, 한국공항공사법 제 4 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4 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 제 4 조 제 2 항, 한국철도공사법 제 4 조, 항만공사법 제 6 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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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독일법에서와 같은 공기업의 물적분할나 형태변경에 의한

공기업의 회사전환 가능성이 없다.

3. 조직변경

1) 상법의 규정

현행 독일법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한 방편으로 형태변경과

물적분할에 의하여 공기업을 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857 우리

상법에도 회사의 조직변경과 물적분할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 등, 동질의 회사 간의 조직변경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858공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상법은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공기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상법 제 530 조의 2 이하).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독일법에서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수단으로

조직변경이나 물적분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859

857 제 3장 제 1절 III.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참조.

858 우리나라 상법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조직변경(제 242조 제 1항, 제 286조 제 1항),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변경(제 287 조의 43)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제 604 조 제 1 항, 제 607 조 제 1 항) 등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859 이원우는 우리나라 조직민영화에 관한 입법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공기업의 조직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독일 조직재편법을 모델로 한 조직변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을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공기업의 물적분할합병

방식에 의하여 사법상의 회사로 합병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S. 158). 그러나 물적분할합병 방식은 직영기업(Eigenbetrieb)이나

직영사업(Regiebetrieb) 또는 법인격 없는 영조물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형태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8), 공법상의

단체나 지방공사 등 법인격을 갖춘 공기업의 회사전환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법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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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

공사형태의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련의

공사법이 해당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860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지방공기업법 제 53 조 제 2 항 및 제 3 항)가 매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 75조의 5).

이러한 규정이 공사형태의 공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공사법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그렇고, 특히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은

형식상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에 의해서 이행되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등기(상법 제 606 조)를 연상케 한다. 861 더군다나, 현물출자에

있어서는 대상기업의 해산 및 청산을 요구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은 현물출자의 법적 성격에 모순된다. 물론, 이 규정을

현물출자에서 청산절차를 면제해 주는 특칙이라고 보고,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서 일반적인 지방공사의 민영화에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주식회사로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다.

간의 조직변경 방식(독일 구(舊)조직전환법상의 양도적 조직전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 제 3장 제 1절 III. (조직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참조; 이

밖에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회사간의 조직변경이 허용되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정동윤, 회사법, 756과 최기원, 신회사법론, 1068 참조.

860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제 2조 제 1항[시행 1997.10.1] [법률 제 5380호, 1997.8.28, 폐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 2조 제 1항[시행 1997.10.1] [법률 제 5387호, 1997.8.28, 폐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부칙 제 2 조[시행 2001.12.29] [법률 제 6554 호, 2001.12.29,

폐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부칙 제 3 조 제 1 항[시행 1992.7.1] [법률 제 4491 호,

1991.12.31, 타법폐지] 참조.

861 우리나라 조직변경법이 형식상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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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상법 외에 조직변경의 독립된 근거법이 될 수

있는가, 단순히 조직변경의 의제인가, 아니면 독일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은

일종의 법정조직전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서의 실체형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실체형성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등의 의문점에 관하여 위의

규정들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좀더 상세히

고찰한다.862

IV. 공기업형태에 따른 조직재편 방식

위에서 고찰한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형태와 조직재편 방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법과 독일법 따른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독일 우리나라

정부기업

지방직영기업

구(舊)조직전환법:

양도적 조직전환

(구(舊)조직전환법 제 57조

제 1항 첫째 단, 제 58조

제 1항 첫째 단)

현행 조직재편법:

물적분할(현행 조직재편법

제 168조)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제 60조,

지방공기업법 제 53조, 각

공사법)

공사형 공기업 구(舊)조직전환법: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주식법 제 385a조 제 1항,

구(舊)조직전환법 제 59조

제 1항)

상법에 따른 회사로의 전환

간주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제 2조 제 1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862 이 장 제 4절 II.2.3) (우리나라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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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직재편법:

형태변경(현행 조직재편법

제 301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부칙 제 2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부칙 제 3조 제 1항)

지방공사 청산없이 등기

(지방공기업법 제 75조의 5)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혼합기업

지분매각 지분매각

이와 같이, 독일법에서는 공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하여

구(舊)조직전환법과 주식법에서 그 형태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현행 조직재편법에서도 물적분할 및 형태변경의 방법에 의해서 공기업을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동독은 당시 서독의

조직전환제도를 모델로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을 규정하는

신탁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재산의

특별승계 방식을 요구하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의

규정에서 회사전환을 간주하는 방식 외에는 공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서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 기업의 재편 방식을 상정하고,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틀에 따라 그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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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조직전환의 유연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해석론으로서가 아니라, 문제 예방을 위한 입법론으로서 검토한다. 이에

따라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는 경직성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던863 회사전환

대상기업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그러나

유연화의 문제 중, 하자문제의 발생을 전제로 그 이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I. 회사전환의 대상기업

1. 서설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은 신탁관리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는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고,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도 그 조직을 분할하는 등 임의로 그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든가 분할된

기업은 조직전환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결과로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경직성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동독 국영기업의

유연한 조직재편이 가능하게 되고,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의

대상기업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로 된다.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서도 또한 이러한 유연화 발상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도 신탁관리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유연화

863 경직성의 문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방식 및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에

관한 법률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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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원용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유연화 방안을 원용하되, 독일의

신탁관리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을 경직적으로 정해

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목적론적 법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회사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목적"에서 도출하려고 한다. 864 즉, 기업의

매각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기업의 성질상 매각될 수 없는 기업은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법인격 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법인격이 없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기업은 우선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회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편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는

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게을리한다든가, 그 밖에 관련 법규의

개정·폐지 등 입법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법자가 예정하지 않았던 입법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지라든가 기업의 계속 등의 관점에서

사후에 해당 기업의 회사전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65

864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의 목적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2 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참조. 이 장의 서설에서 언급한 한 바와 같이,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를 그대로 원용한다.

865 최초에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아니라,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다시

확인된다는 의미에서 회사전환자격의 재확인이라고 하고(분할기업 사례), 원칙적으로

회사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사후에 전환자격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회사전환자격의 추가적 부여라고 하였다(제외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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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우선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 놓고, 회사전환의 목적과

입법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이러한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법적근거와 방식만 정해 놓으면 된다.

구동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전환의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러한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경직성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유연한 조직재편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기업소는 국가의

경제계획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국가계획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기관의 설립결정과 해당 국가기관에서의 등록에 의하여 설립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모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전제로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체계의 관점에서 북한의 기업을

경쟁력 있게 재편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정한 형식적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환대상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검토하는 방안에서와 같이, 일차적으로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기업소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기초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은 우리나라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재산과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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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떠한 재산형태와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기업소의 형태와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찰한다.

1)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권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북한 헌법 제 20 조). 이러한 생산수단에 관하여 북한 민법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며,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 3 조). 이에 반하여, 개인소유권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북한

헌법 제 24조 제 1조).

(1) 국가소유권

국가소유는 가장 고도로 사회화된 상태의 사회주의 소유구조이다. 북한

헌법과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북한 헌법

제 21 조 제 1 항, 민법 제 44 조 제 1 항). 이러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북한 헌법제 21 조 제 2 항, 북한 민법 제 45 조 제 2 항),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구성된다(북한 민법 제 44 조 제 2 항). 또한, 일정한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866

866 북한 헌법은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북한 헌법 제 21 조 제 3 항), 북한

민법에도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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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며(북한 민법

제 46 조),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 없이 차지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다(동법 제 47 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하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하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이용·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 47조).

(2)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북한 헌법상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북한 헌법 제 22 조 제 1 항). 북한 민법은 „해당

단체“ 대신에 „사회협동 경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 53 조 제 1 항).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북한

민법 제 53조 제 2항).

북한 헌법상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등이 있으며(북한 헌법 제 22 조), 북한 민법에서는 그

항공운수, 체신기관,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

보건시설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 45 조 제 2 항).

이러한 재산의 범위는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상 회사전환 및 민영화에서 제외되었던

재산의 범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귀속재산이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귀속재산처리법 제 2 조). 귀속재산처리법은 이러한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 1 조). 귀속재산처리법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및 영구보존

재산(귀속재산처리법 제 5조 제 1항), 농경지(동법 제 2조 제 1항 단서), 공물(동법 제 5조

제 2 항),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동법 제 6 조)를 이 법에 따른 회사전환과 민영화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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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대상으로서 토지와 농기계,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들고 있다(북한 민법 제 53조).

협동단체 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로서,

사회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이용․처분할 수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 수 있다(북한 민법 제 55 조). 또한,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이전된다(동법 제 56조).

(3) 개인소유권

북한 헌법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소유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 24 조 제 1 항).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지며,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북한 헌법

제 2 조). 북한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도 개인소유권에 포함된다(북한 민법 제 58 조 제 2 항).

북한 민법은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들고

있다(북한 민법 제 59조).

특기할 것은 1998 년 헌법 개정에서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여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추가한

점이다. 여기에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이 무엇인가는 불분명 하나 법률에서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소유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물질적 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867

867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법조 2000․11(Vol.53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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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북한 헌법 제 24 조

제 3 항, 북한 민법 제 63 조 제 1 항). 또한, 북한 공민은 유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인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북한 민법 제 63조 제 3항).

이러한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북한 민법 제 60 조

제 1 항). 이에 따라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2) 북한의 기업소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업의 본질

북한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기업소법 제 2 조), 즉

우리나라의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868 북한에서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가 기업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과 자재의 공급뿐 아니라 노동력의 배치 또는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소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업소는 국가의 경제계획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모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전제로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869

이러한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을 핵심으로 한다. 이

사업체계는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

과업을 수행하여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로서,

868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3 참조.

869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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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지배인유일관리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이다. 870 이와

같은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는 공장이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여 운영된다. 또한, 지배인은 행정조직사업을 하면서 기업소 관리운영의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기사장은 공장의 설비상태,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 생산계획수행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생산을 직접 지도한다. 이에 비해

당비서는 당위원회의 각 부서들과 공장 안의 당조직 및 근로단체조직을

통해 종업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을 지도한다. 871 그러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당 비서에 의해 기업이 관리되어 왔다. 872 이에

따라 1980 년대 이래 당에 의한 "행정대행" 현상과 당비서의 경제사업에

대한 월권행위 등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비서와 지배인 간의

갈등관계가 두드러졌다.873

(2) 적용법규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전은 기업 상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기업의 영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상법전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기업소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874 북한 민법은

기업소를 독립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규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기업소의 거래행위를 다른 일반

거래행위와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법에는 기업소의 특유한

870 한국금융정책공사, 북한의 산업 2010, 75.

871 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하) 7. (기업소법에서 누락된 대안의

사업체계) 참조.

872한국금융정책공사, 북한의 산업 2010, 75;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의 공장·기업소의 관리와

통제에 관하여는 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75-81 참조.

873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93-294 참조.

874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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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고려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위 법령 또는

활동준칙 875 에서 그 내부기관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그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876

다만, 2010 년(주체 99 년)  11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 1194 호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기업소법)"이 채택되었는 바, 그 의미와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정책의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877

(3) 기업소의 설립과 법인격

2010 년 기업소법의 채택 이전에는 북한법에는 기업소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며, 기업소는 국가계획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기관의 설립결정과 해당 국가기관에서의 등록에 의하여

설립되었다.878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근거로서 조직이 국가적 조직에 따라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기업소법 제 12 조).879 또한, 기업소의 조직 원칙을 기업소의 신설, 축소,

통합, 분리, 변경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기준의 수립 및 준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 3 조). 기업소의 설립절차에

875 이러한 활동준칙은 기업소의 활동을 통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제정된다.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6 참조.

876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6.

877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77 참조. 또한, 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 (상), (중), (하), 통일뉴스(Tongilnews.com) 기고, 2012.2.15, 2012.2.22,

2012.3.2도 참조.

878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95-96.

879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개개의 기업소를 당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는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당 조직을 연결해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러한 식의

조직관리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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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기업소법 제 13 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880 이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소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등을 기재한 신청문건을 작성해서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 13 조). 조직기관은 신청문건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 그 결과의 문건을 통지한다(동법 제 14 조). 기업소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신청문건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승인문건, 건물이용허가문건 등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 15 조). 인민위원회는 30 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심의하여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고,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한다(동법 제 16 조). 881 등록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문건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기업소 명칭, 주소, 변경이유를 기재하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 17 조).

조직기관은 국가 정책과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는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동법

제 18 조). 통합·분리 및 기타 사유로 기업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 19조).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생산수단에 대한 독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882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도입에 따라 북한의 각 기업소는 그 관리적

측면에서 마치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처럼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생산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경영상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883 그러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되며(북한 민법 제 12 조 제 1 항),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의무의

880 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하), <표 4> 기업소의 조직절차 등

참조.

881 기업소는 기업소등록증 없이는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882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104.

883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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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될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이를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동법 제 12 조). 또한,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업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북한 민소법 제 33조).

북한 민법은 기업소가 기관,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 2 조 제 1 항). 그러나 북한 민법은 기업소가

어느 정도 재산상의 독립성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업소에 한하여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2 조 제 2 항, 제 11 조 제 1 항). 기업소의 특수한

형태인 합영회사도 법적으로 등록되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인정된다(동법 제 11 조 제 2 항). 그러나 북한 민법에서는 법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인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에는 공민(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84

이와 같이, 북한 민법상 법인이란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적인

조직기구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민법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885 그러나 북한 민법은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동법

제 13 조 제 1 항) 설립목적에 따라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다.886 기업소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이후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동법 제 13조 제 2항).

884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95.

885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I) - 민사법 편-, 한국법제연구원, 1997, 51면.

886 여기에서 본신임무라 함은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말한다.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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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의 기관에 관하여는 북한의 기업소법에 규정되어 있다(북한

기업소법 제 20조 이하).887 이에 따르면 관리일군이란 기업소 사업을 책임진

지휘성원으로서, 관리기구 규정에 의거하여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등

관리일군을 구성한다(동법 제 20 조). 지배인은 기업소의 대표로서 기업소

전반사업을 책임진다(동법 제 21 조). 888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 사업책임을 진다. 기사장은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동법 제 22 조). 889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노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등

사업책임을 지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23 조).

과학적, 합리적인 기업관리를 위하여 부서를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분담한다(동법 제 24 조). 국가의 통일적 기업소관리규범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준칙을 작성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준칙은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동법 제 25 조). 890 경영활동에서의 집체적 협의

강화 및 필요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회의의 운영과 절차는 사업준칙에서

결정한다(동법 제 26 조). 891 기업소 실정에 맞게 독립채산실시위원회,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회 등

887 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하), <표 5> 기업소 관리기구 참조.

888 여기서 지배인이란 우리나라 상법의 상업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상법 제 10 조)의 개념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념에 해당한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7 참조.

889 기사장은 담당업무와 처리현황을 기업소의 대표인 지배인에게 정규적으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7

참조.

890 사업준칙이란 우리나라 상법의 정관과 유사한 자체규범을 말한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7 참조; 북한의 기업소법 채택 이전에도 북한의 기업소에서는

기업소 관리기구의 형태에 관한 기준, 설비기준, 자재소비기준, 이윤규모와 이용형태에

관한 기준, 근로자들의 정량기준, 생활비기준, 상금기준 등 활동준칙에서 그 내부기관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었다.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86 참조.

891 이러한 회의체 기구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상응하는 기관은 아니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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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동법 제 27 조). 892 기업소

기구의 변경 시에는 기업소 조직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동법

제 28조).89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소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최고지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기업소의 생산과 운영을 집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취하고 있다.

(4) 기업소의 형태

북한의 기업소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894 북한의

기업소는 그 사회화정도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로 구분되고,

그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기업소895와 지방기업소896로 구분되며, 경영방법에

따라 독립채산제 기업소와 예산제기업소로 구분된다. 또한, 북한의 기업소는

재생산과정에서 그 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생산기업소와

유통기업소로 구분되는데, 생산기업소는 생산부문별로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기업소, 운수기업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소법은 대안의 사업체계에 입각하여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 즉 중앙기업 또는 특급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조직기관을 달리

892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8 참조.

893 이는 기업소 조직의 통제 및 인사권 장악을 위한 것이며,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이

없는 기구변경 및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8 참조.

894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96 – 97 참조.

895 중앙기업은 기계, 설비 등 생산재의 생산 및 용도가 중요한 제품,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가리키는데, 기업소가 소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896 지방기업은 각 기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구역) 당위원회가 지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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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기업소법 제 11 조). 897 즉, 북한의 기업소는 그 국민경제상의

역할에 따라 특급, 1 급, 2 급, 3 급 기업소와 도영기업소, 기타

지방공장·기업소 등으로 등급이 부여된다.898 특급, 1 급, 2 급, 3 급 기업소는

중앙(중앙당 및 내각의 해당 경제부처)에서 직접 지도 관장 운영하는데,

특급기업소란 1 급, 2 급, 3 급 기업소 중 특수생산물(군수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말하고, 1급 기업소는 종업원이 5,000명 이상인 주요제품 생산공장

기업소, 2 급 기업소는 종업원이 3,000 명 이상인 생산공장 기업소, 3 급

기업소는 종업원이 500 명 이상이 공장기업소를 말한다. 여기서

도영기업소는 각 시·도에 의해 관장·운영하는 공장·기업소를 말하며, 그 밖의

소규모 지방공장들은 이를 군영공장이라고 한다. 899 북한의

특급·1 급·2 급·3 급기업소는 중앙당 중공업부와 경공업부의 지도·통제를

받으며, 기타 공장·기업소는 지방 인민위원회와 도당 산업부와 군당의

지도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기업소는 노동자수, 고정재산과 생산능력 등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 기업소로 구분되며, 대규모 기업소는 일종의

기업연합체로서 기업 활동의 방식에 따라 종합기업소와 연합기업소로

구분된다. 종합기업소는 주로 생산공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연결된 동종

897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85.

898 디지털 북한백과사전 북한용어사전 (http://www.kplibrary.com/nkterm/read.aspx?num=141 :

2012 년 10 월 1 일 검색)도 참조; 통계청의 2004 년 12 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특급부터

3 급기업소를 중앙기업소, 4 급부터 7 급기업소를 지방기업소로 분류하고, 특급기업소도

근로자수(5001 명 이상)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기준이 다른 자료와는 차이를

보인다(북한 2005년 2월호, 통권 398호, 215 참조).

899 공업부문의 기업소는 공장, 광산, 탄광 등과 함께 국민경제의 기층단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기업소나 공장이나 모두 계획경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생산활동의 단위로 취급하여 공장과 기업소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79). 다만, 기업소가 경영단위의 성격을

반영하는 데 반해 공장, 광산, 탄광 등은 생산기술상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나의 기업소가 하나의 공장일 수도 있고, 몇 개의 공장이 합쳐 하나의

기업소로 될 수도 있다(최신림/이석기,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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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들이 하나의 생산·경영단위로 통합된 대규모의 기업체로서, 통합된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다. 연합기업소는 일정한

생산물 생산에서 생산기술적으로나 관리 경영상으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기업소 조직형태로서 연합된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 즉, 연합기업소는 그 형태상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트러스트나 콘체른과 유사한 것으로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창한

공업생산 유기체”이다.900

3. 회사전환대상과 회사전환자격

서설에서 밝힌 대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 그

대상기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우선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 놓고, 회사전환의 목적과

입법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 사후에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가,

자격확정 및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안은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 검토하였던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에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거하여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을

극복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 전환대상기업의 기준과 전환자격의 재확정

900 연합기업소는 소재한 도 당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연합기업소 소속 기업소들은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소재하는 시, 군 당위원회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다.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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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추가적 부여를 기초로 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회사전환을 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한다.901

1) 전환대상으로서의 기업의 개념

우리법 상 기업에 관한 정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를 말한다.902

이러한 기업은 그 소유주체에 따라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되며,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든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한다.903

따라서 북한의 국영기업 중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수익성이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904 독일의

경우에도 생산활동을 위해서 경영되지 않는 인민재산은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05 그러나 독일 조직재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 이 장의 서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이 처하게 될 법적 상황은 원칙적으로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처했던 법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므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를

그대로 원용한다.

902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3-4 참조.

903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5-7; 유훈(공저), 공기업론, 3 참조.

904 여기서 수익성이라 함은 이익추구를 의미하는 우리나라 상법 총칙상의 영리성이나

사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포함하는 회사법상의 영리성(상법 제 169 조)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905 Weimar, THG, §1 Rz. 105; AG Charlottenburg ZIP 1992, 520, 521; Neye, EWiR 1992, 387, 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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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기능적 기업개념).906

북한에서는 기업소가 이러한 기업 개념에 상당하는 개념이다. 다만,

북한의 기업소는 그 사회화 정도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로

구분되는데, 이 중 협동단체기업소는 그 구성원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사소유권체제하에서도 그 구성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단체기업소는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업소 중에서 국영기업소만이 법정회사전환의 대상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업소는 재생산과정에서 그 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생산기업소와 유통기업소로 구분되는데, 이 중 생산기업소는

생산부문별로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기업소, 운수기업소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독일(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6 항, 농업조정법)이나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제 2 조 제 1 항 단서, 농지개혁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분야에서의 법적 문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근거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헌법 제 30 조가 대안의

사업체계와 나란히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기업소 중 농업기업소는 법정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907 이러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소유관계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생산기업과는 다른 방식의

전환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06 이렇게 기업의 개념을 각각의 해당 법분야에 따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을 기능적 기업개념이라고 한다. 이를 테면, 독일의 직영사업(Regiebetrieb)은

지방자치단체법상 기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공기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업으로 볼 수 있다. H. Schmidt, in: Lutter, UmwG, §168 Rz. 10 및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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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대상기업의 기준과 범위

회사전환대상과 회사전환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에 따른 첫 번째

단계로서, 여기서는 먼저 북한의 국영기업 중 회사전환의 대상기업과

제외기업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정한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목적"에서 도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각각의 회사전환의 목적별로 이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전환대상기업과 제외기업의 기준을 규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1) 기업매각 목적에 따른 기준과 범위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전환에서는 국가와 사인

간의 경제형성에 대한 권한의 배분 문제가 중요하다. 908 따라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원칙적으로 회사로 전환된 기업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재산 중 그 성질 상 매각될

필요가 없거나, 매각될 수 없는 재산이나 기업은 회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소유권 형태 중 개인소유권(북한 헌법

제 24 조 제 1 항)이나 단체 구성원의 집단적 소유인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북한 헌법 제 22 조 제 1 항)에 속하는 재산은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경제적

907 국영농목장,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국영경리), 농산물보관유통 기업소,

국영수산사업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908 Rittner, Die Umgestaltung in Osteuropa,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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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권한이 개인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적 영역에 있으므로,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른 권한의 재분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재산 중 오로지 국가소유권(북한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 속하는 재산만이 회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북한 헌법 제 21조 제 3항, 북한 민법 제 45조 제 2항)은 회사전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909

또한,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상당하는 북한의 재산도

회사전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6 조

제 1 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고(동조 제 2 항),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동조 제 3 항). 그런데 이러한 행정재산(동조 제 2 항)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동법 제 27조 제 1항). 따라서 북한의 국가소유권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상당하는 재산은 그

성질상 회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동법 제 41 조 제 1 항).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의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동법

909 이러한 재산으로는 북한 헌법에 따르면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 등이 있고(북한 헌법 제 21 조 제 3 항),

북한 민법에 따르면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 보건시설 등이 있다(북한 민법 제 45 조 제 2 항). 이러한 기업의 범위는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범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귀속재산처리법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및 영구보존 재산(귀속재산처리법

제 5 조 제 1 항), 농경지(동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공물(동법 제 5 조 제 2 항),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동법 제 6조)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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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조). 따라서 북한의 국가소유권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동법 제 6 조 제 3 항)에 상당하는 재산은 우선은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성질상 사후에 국가의 선택에 따라

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를 테면, 국가공기업에

상당하는 재산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뒤에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한다.910

(2) 법인격유지 목적에 따른 기준과 범위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서 전환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기업 중

법인형태의 기업은 그 법인격을 잃게 된다. 사회주의재산이나 기업소 등

북한의 기업형태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그 법인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이어 가려면 이러한

기업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인정하는 법인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동독이나 북한의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이러한 점에 그 근본적인 존재이유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형태의

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식의 회사전환을 굳이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격을 가진 기업만이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이 되며, 법인격이 없는 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법인격유지라는 회사전환의 목적으로부터 "법인격 여부" 내지는

"법적 독립성"이라는 회사전환대상의 기준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법상 어떠한 기업을 법인격을 갖춘 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업소의 법인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북한 민법의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개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으로서 북한의 기업소는 우리나라의

910 이 절 I.3.2)(3)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목적에 따른 제외기준과 범위), 3)(2)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임의적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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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상법전과 같은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채택된

기업소법이 기업소의 조직절차나 관리기구, 경영활동 및 사업의 지도통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과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기업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911 이러한 북한의 기업소법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소는 해당

국가기관 912 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된다(기업소법 제 16 조).

이러한 북한의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에 따라 관리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적이나마 경영상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북한 민법은 이러한 기업소에 한하여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북한 민법 제 11 조 제 1 항).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소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는다(북한

민법 제 12 조). 또한,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업소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북한 민소법 제 33조).

이와 같이, 북한 민법은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용하는

기업소와 관련하여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우리나라법상의 법인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 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목적이

법인격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을 이어 가려는데 있다는 점과 등록된

기업소가 갖는 위와 같은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 민법상의

"민사법률관계의 당자사"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회사전환대상의 기준인 "법인격 여부" 내지는 "법적 독립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의 등록 여부, 독립적인 경비예산 또는

911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278 참조.

912 북한 기업소법은 기업소를 인민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 기업소법

제 16조). 북한기업소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절 I.2.2)(3) (기업소의 설립과 법인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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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의 채용 여부 등이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 기업소법에 따르면 해당 인민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소는

기업소등록증을 발급받으며(북한 기업소법 제 16 조),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하고(동법 제 17 조), 기업소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업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동법 제 19 조).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북한

기업소의 법인격 여부 내지는 법적 독립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소등록증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립적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소가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기업소의 규모, 종합기업소나 연합기업소의 기업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소등록증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하나의 북한 기업소를 무조건

하나의 회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기업체계의 재편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구조를 조성한다는 북한 국영기업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을 기업소등록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예산의 독립성이라든가 독립채산제의 채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업을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할하여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913

(3)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목적에 따른 제외기준과

범위

우리나라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정부부처 형태의

정부기업이나 법인형태의 공사형 공기업 또는 주식회사형의 공기업에

913 이 절 I.3.3)(1) (기업의 간이분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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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공사혼합기업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914

만약,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상응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체를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업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의하여 회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정회사전환규정에 의하여 그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테면, 북한의 기업소는 그

국민경제상의 역할에 따라 특급부터 3 급까지의 중앙기업소와 도영기업소

및 기타 지방공장·기업소로 분류된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상당하는 중앙기업소나 각 시·도에

의해 관장되는 지방공장·기업소(도영기업소)와 그 밖의 소규모

지방공장(군영공장)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국영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기업체를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회사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은 사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기업형태 선택 자유의 보장이라는 목적은 한편으로는

회사전환대상의 제외 기준이지만,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후의 선택에

따른 회사전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후 선택에 의한 회사전환

가능성에 관하여는 바로 이어서 회사전환자격에 의한 유연화에서 검토한다.

3) 회사전환자격에 의한 유연화

앞에서와 같이, 전환대상기업의 기준을 회사전환의 목적에서 도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단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의

914 이 장 제 3 절 II. (공기업의 형태와 적용법), 이 절 I.3.3)(2)③ (사법상의 회사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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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범위가 결정되었다. 다음으로는, 회사전환대상과 회사전환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에 따른 두 번째 단계로서, 어떠한 경우에 사후에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구현방식을 검토한다.

이때,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한다는 것은 앞에서 검토한

회사전환대상의 기준에 따라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그 조직을 분할하는 등 조직재편을 하는 경우에, 재편된 기업을 기준으로

회사전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확정한다는 의미이고, 회사전환의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은 회사전환대상의 기준에 따라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게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전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안은 독일 신탁관리법에서의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을 기초로

한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확정된 기준에 따른 대상기업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유연한

조직재편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이 신탁관리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의 방안이라면,

여기서의 회사전환자격을 매개로 한 방안은 그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해 보자는 의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기업의 간이분할

① 간이분할의 의의

독일 신탁관리법에서는 기업구조의 합목적적인 해체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을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신탁관리법의

조직전환에 관한 규정이 너무 경직되었었고, 당시의 독일 회사법에는

회사분할 등 기업의 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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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있어서의 설립하자의 문제 중 다수가

회사분할제도의 미비로 인한 회사의 조직재편 가능성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었다.915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북한 기업은 노동자수, 고정재산과

생산능력 등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기업소과 중소규모 기업소로 구분되며,

대규모 기업소는 종합기업소와 연합기업소가 있다. 그런데 종합기업소로

통합된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데 반해서,

연합기업소로 연합된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 이렇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연합기업소 소속기업소가 앞에서 언급한

의미에서 법적 독립성을 갖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소속기업소가

기업소로 등록되어 법적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업은

회사전환의 대상이 된다. 916 그러나 이러한 연합기업소 소속기업소가

기업소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소는 법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에서는 기업구조의 합목적적인 해체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917 또한, 연합기업소 등 대규모의 사회주의

기업은 그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 918

따라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이란 것이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915 이 논문 제 4 장 제 6 절 II.2. (법정조직전환 절차에서의 조직재편행위의 불가성) 및 II.2.1)

(문제점) 참조.

916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환된 회사의 지분은 일반적인 기업소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아니라 연합기업소에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917 이를테면, 독일 신탁관리법 제 2 조 제 6 항은 기업구조의 합목적적인 분할을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918 Hermanns, Die Umwandlung volkseigener Betriebe in Kpaitalgesellschaften und deren Spaltung, in:

Hahn, Investitionsstandort neue Bundesländer, 62(이하 Hermanns, in: Hah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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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919 형식적인 법적

독립성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기업소도 연합기업소와는 별도로

독립된 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기관에 기업소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기업소를 회사전환의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종합기업소에

통합된 기업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판단은 민영화를

담당하는 기관에 맡기면 될 것이다. 920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

기업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기업개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소 내지는

기업부문이 내부적 관리운영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졌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 분할 및 회사전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921

그런데 당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와 같이 회사분할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이미 회사로 전환된 북한 기업을 기존의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의해서 재편하는 것은 여기서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의 엄격한 회사분할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북한 기업을 조속히 회사로 전환하려는 법정회사전환의 목적을

919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채택 여부는 다시금 북한 민법상의 당사자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북한 민법 제 11조 제 1항).

920 북한의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이 국가적 조직에 따라야 하지만,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으며(기업소법 제 12 조), 기업소의 조직 원칙을

기업소의 신설, 축소, 통합, 분리, 변경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소법 제 3 조).

그러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체계하에서는 기존의 국가적 조직 원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기업소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회사전환 대상이 되기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921 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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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의 관심사는 법정회사전환 절차의

일환으로서, 다시 말하면, 북한기업의 회사전환과 동시에, 아니면 적어도

개념상으로라도 회사전환 시점의 이전에 북한 기업을 분할해서

법정회사전환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분할제도의 엄격한 요건에 구속을 받지 않는 간이한

방식의 기업분할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간이한 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이도,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규정방식은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의

규정방식에서도 그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 독일의 구(舊)조직전환법은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의 회사전환과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의

회사전환을 동일하게 조직전환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이를 서로 다른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은 연방법 또는 주법이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형태변경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제 301 조 제 2 항). 이에 비하여, 지역단체 또는 지역단체연합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가 운영하는 기업을 물적으로 분할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새로운 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제 168 조). 이러한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규정방식을 참고로 할 때,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서 어느 기업소가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가는 법에 그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회사전환의 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소는 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도라도,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회사로 전환될 수 있게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간이분할의 규정방식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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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상법 제 530 조의 3),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동법 제 530 조의 4),

분할대차대조표등의 공시(동법 제 530 조의 7),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동법 제 530 조의 9)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법정회사전환에 따른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에 기반을 둔

이러한 방식의 회사 분할은 위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업분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 국영기업의 법정회사전환에 있어서의

기업분할은 상법상의 회사분할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요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른 등기를 이용한 간이한

분할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 즉, 법정회사전환에 의한 회사전환에서는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하는 임시적 실체를 가진 "설립추완주식회사"를

등기하고, 이러한 "설립추완주식회사"가 설립절차의 추완을 완료한 이후에

이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최종적인 실체를 갖춘 "주식회사"로 된다. 따라서

A 라는 북한 기업소를 분할하여 그 분할방식에 따라 A1 설립추완주식회사,

A2 설립추완주식회사, A3 설립추완주식회사(인적분할의 경우) 또는

A설립추완주식회사, A1설립추완주식회사, A2 설립추완주식회사(물적분할의

경우)로 등기를 하고, 각각의 설립추완주식회사로 하여금 설립절차를

추완하게 할 수 있다면, 위에서 상정한 목적은 성취될 수 있다. 이 때,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분할계획서 내지는

분할합병계약서는 작성될 필요가 없고, "북한기업민영화공사"의 승인 받아

분할된 설립추완주식회사를 등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북한기업민영화공사"는 별도의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이도 분할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분할회사 간의 권리·의무의

승계문제는 주식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의 작성 시에 독일

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에 따른 조정채권 및 조정채무 같은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독일 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 조, 제 25 조). 또한,

우리나라 상법의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 530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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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합기업소나 종합기업소에 소속된 기업소 중 법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소는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소가 해당기관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이분할 방식을 통하여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설립추완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립추완주식회사의 등기를 통하여 설립추완주식회사의 법정회사전환이

확정되고, 이러한 설립추완주식회사는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추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에, 특정 북한

기업소가 북한기업민영화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기업소를 분할하여

분할된 기업의 등기를 하지 않고 설립추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간이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설립추완주식회사의 등기가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재확정, 922 설립추완

자격의 확정,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 법리의 적용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기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923

(2)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임의적 적용

①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의 보장

여기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영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기업체는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22 즉, 최초에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아니라,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가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다시

확인된다는 의미에서 재확정이라고 하였다.

923 이 논문 제 4 장 제 6 절 III.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및 제 6 절 III.1.3)(1) (신탁관리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설립추완중의 분할회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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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러한 제외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북한의 국영기업은 절대적으로 회사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러한 기업을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업을 회사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기업이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후에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된

기업체를 사법상의 회사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유재산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전출자 또는 현물출자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 60 조, 지방공기업법 제 53 조 제 1 항).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포괄승계"나 "동일성 유지"라는 법적수단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기업체를

임의적으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서 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체가 강제적으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전환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였지만, 사후에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 이러한 기업체를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법상의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북한의 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기업을 사법상의 회사형태로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기준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24 이러한 맥락에서,

924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주 또는 연방이 그 기업을 사법상의 회사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법 또는 연방과 주의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 제 3 장 제 1 절 II.3.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및

4.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연방공기업 및 주공기업의 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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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에서 사법적 형태의 공기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신청주의

행정재산과 같이 법에 그 처분이 금지된 재산(국유재산법 제 27 조)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업체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북한 국영기업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기업체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및 동일성유지라는 장점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속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을

북한기업민영화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야 하며,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체의

회사전환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귀속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특별근거법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회사전환은 이 특별근거법 또는 조례와 국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의

적용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925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정관의 작성 방식, 지분권자 및 발기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926 또한, 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동법 제 7 조)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제 1 항 단서),

925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북한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국유재산법, 특별근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해당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926 독일 조직재편법 제 30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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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사(동법 제 49 조 제 3 항) 등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업은 등기를 통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회사전환되는 기업임을 공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그 상호에도 그에 상응하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A 설립추완주식회사(평안남도 평성시)와 같은 식으로

표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격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회사의 성립에는 소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소급시기는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른 법정회사전환에 따라서 회사전환의 대상인

북한의 기업소가 회사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927

③ 사법상의 회사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 4 조 내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 2 조 제 1 항).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은 동법

제 5 조에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동조 제 1 항). 이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충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된다(동조 제 2항). 또한,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927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폐지되어 북한의 기업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는 시점보다는 앞선 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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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이라든가 총수입액, 자산규모 등이 그 구분기준으로

되어 있다.928

그런데 북한의 기업소의 구분에서 보면, 북한의 기업소는 우리나라

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929 또한,

북한의 대규모 기업소는 일반적으로 생산공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연결된

동종 기업소가 하나의 생산·경영단위로 통합되거나(종합기업소), 또는

일정한 생산물 생산에서 생산기술적으로나 관리 경영상으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소들이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된(연합기업소) 일종의

기업연합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소의 자산규모라든가

총수입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930

따라서 직원 수, 수입액,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은 그대로는

회사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북한의 국영기업을 사후의 선택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의 현황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931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기업을 사법상의

회사형태로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기준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928 이 장 제 3 절 II.1.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형 공기업의 구분)도

참조.

929 북한의 기업소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데, 중앙기업소 중 가장 아래

단계인 3급기업소만 해도 그 종업원 수가 500명이 넘는다.

930 독일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구동독 기업은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DMBilG)에 따라 재고조사와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동법 제 1조 제 1항, 제 2항 제 2호). 이 법에는 특히 대상기업의 대차대조표 항목

및 자산평가(동법 제 6조 내지 제 17조), 자본구성(동법 제 24조 내지 제 3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31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관하여는 박영희(공저), 공기업론, 55-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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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된다(지방자치법 제 146 조 제 1 항). 93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의 구현 내지는 확보"를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933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를 열거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 2 조 제 1 항). 또한, 이러한 사업외의 일정한 사업도

그 경상경비의 50 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직영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설립타당성 검토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934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제 2 항, 제 76 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 49조 제 3항, 제 76조, 동 시행령 제 47조 제 1항, 제 66조).935

932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제 2호 차.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933 이 장 제 3절 II.1.2) (지방공기업) 참조.

934 이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수도사업은 1 일 생산능력 1 만 5 천톤 이상,

공업용수도사업은 1 일 생산능력 1 만톤 이상, 궤도사업은 보유차량 50 량 이상,

자동차운송사업은 보유차량 30 대 이상, 지방도로사업은 도로관리연장 50 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935 이러한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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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분야나 타당성 검사

기준은 회사전환에서 제외된 북한의 국영기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사후에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요건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직영기업 사업범위 구체적

기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의 검토사항 및 기준

중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사항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을 사법상의

형태의 기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북한의 국영기업을 사법상의 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여 사법상의 회사형태의 공기업으로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936 그러나 이러한 규정

들 중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규정 들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동 시행령 제 47 조 제 4 항,

제 66조).

936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회계법 및 각 지방지차단체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법적 형태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규준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공법상의 행동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Rz. 720 이하; Schoch, Der

Beitrag des kommunalen Wirtschaftsrechts zur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Aufgaben, DÖV 1993,

380(Fabry, in: Fabry/Augsten,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S. 45 에서 재인용) 참조.

이러한 규준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1 절 II.3.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공기업의

요건) 및 4.2) (사법상의 기업형태의 연방공기업 및 주공기업의 요건)에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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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유추적용

① 입법의 흠결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북한의 국영기업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의 귀속관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귀속관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독일의

통일조약 제 21 조 및 제 22 조, 지방자치단체재산법(KVG), 인민농장 등에

관한 농림기업양도법(Übertragungsgesetz) 등이 이러한 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독일 지방자치단체재산법의 경우에는 목적재산의 귀속은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다. 937 따라서 권리자가 이러한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귀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인민농장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주의 재산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림기업양도법이 독일의 통일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이

경우에도 신탁관리법 제 3 시행령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혼란이 있었다.938 이와 같이,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 귀속관계를 규정하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청을

해태한다든가, 귀속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폐지되든가 하여 그 기업에 관한

입법상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그 법인격을 잃고 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입법자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여기에 일종의 "입법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37 독일 지방자치단체재산법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은 인민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재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국공유화도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다(귀속재산국공유화심사위원회규정 제 4조).

938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2.3) (인민농장 및 국영임업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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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추적용의 규정방식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의 해석에 의해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을 유추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서는 그 처리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당기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는 이러한 회사의 임시기관은

설립추완중의 회사를 등기하고, 설립추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공시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는 A 설립추완주식회사(신탁관리)라는 식으로 표시하여 통상적인

설립추완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설립추완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전적으로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전환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지분권자는 잠정적으로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되며, 이 회사는 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지분의 양도를 청구할 때까지 그 신탁관리를 받는다.

4) 독일 신탁관리법의 대상기업의 기준과 범위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서독의 기본법이 국영기업을 포함한 구동독의 "인민재산"이라는

법적 구조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서독의 법적 형태와 소유형태에 상응하는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신탁관리법에서도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인민콤비나트, 기업, 시설 및 그

밖의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체가 동법에 의한 회사전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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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 1 조 제 4 항). 즉, 독일의 경우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규정목적상 기업의 "법적 독립성"이 조직전환 대상기업의 기준이 되었으며,

"법적 독립성"은 인민경제부에의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은 동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에 따라서 이 항에

열거된 인민기업체는 동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5 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에 열거된 인민기업체는 신탁관리공사에 의한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체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을 위해서 경영되지 않는 인민재산을 의미한다고

한다.939

또한, 특정한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서 주, 읍·면 또는 기타의 공공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으로

되었고(통일조약 제 21조 제 1항), 행정재산이 아닌 구동독 지역 권리주체의

공공재산, 즉 일반재산은, 신탁관리공사에 양도되거나, 또는 신탁관리법

제 1 조 제 1 항 둘째 단과 셋째 단에 따라서 법에 의해 읍·면, 시 또는 군에

양도되지 않는 한, 연방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통일조약 제 22 조

제 1항).

이와 같이, 신탁관리법에 따른 민영화 및 조직전환의 대상기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민경제등기부에의 등기 및 법적 독립성이 그 기준이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을 위해서 경영되지 않는 기업,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재산 및 신탁관리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일반재산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신탁관리법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어려움이 있었다.

939 Weimar, THG, §1 Rz.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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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기반으로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소결

이상에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북한 국영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여, 우선 회사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 놓고,

회사전환의 목적과 입법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회사전환의 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회사전환 대상기업의 기준에 관하여 보면, 먼저 기업의 개념상

회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수익성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북한의 기업소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회사전환은 기업의 매각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소유권이나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소유권에 속하는 기업만이 그 대상이 된다. 북한의 기업소 중

국영기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협동단체기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국가소유권에 속하는 북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상당하는 기업은 회사전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종류의 재산은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속하는

국가공기업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속하는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북한 기업은 마찬가지로 회사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그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940 이에 따라 북한의 중앙기업소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에

940 물론, 기업형태선택의 자유의 관점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행정재산은 이러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될 수 없고,

때문에 매각을 전제로 하는 회사전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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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기업소나 각 시·도에 의해 관장되는

지방공장·기업소(도영기업소)와 그 밖의 소규모 지방공장(군영공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기업소는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기업 등 특이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분야의 기업소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생산기업소 중 농업기업소는 회사전환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회사전환의 주된 목적은 법인격의 유지에 있으므로,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은 법인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격 여부는 독립적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의 여부, 국가기관에의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결정된 회사전환 대상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신탁관리법에서 본 바와 같은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과 같이 회사전환자격을

재확정 또는 추가적 부여를 하는 입법에 의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소는 그대로는 시장경쟁력이 없거나,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소를 합목적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회사전환의 대상이었던 기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원래의 기업 대신에 분할된 기업들을 각각 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로 등기를 하면,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기업 대신에 분할된

기업들이 회사전환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재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물론, 미리 북한 기업소를 분할하여 등록하고 이를

회사전환대상으로 하거나, 북한 기업소가 일단 회사로 전환된 이후에 그

회사를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소의 분할을 북한법 체계에 따라 해야 하든지, 또는

회사분할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간이한 방식의 분할방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상당하는 북한 기업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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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회사전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업소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선택에

따라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업을 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기업으로 등기를 하면,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해당 기업에게

회사전환의 자격이 부여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기업을 사법상의 회사형태로 경영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귀속권리자가 그 귀속관계를 규정하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청을

해태한다든가, 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폐지되든가 하여 그

기업에 관한 입법상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그 법인격을 잃고

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법학에서는 입법의

흠결을 인정하고 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북한

기업의 회사전환에서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 등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II. 북한 국영기업 회사전환의 방식

1. 문제점

북한민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르면,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법 제 12 조 내지 제 17 조에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체계는 특히 기업소라는 형태의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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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법체계가 북한지역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법인은 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해산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업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인 형태인 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북한 국영기업의 "법인격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전환의 대상인 기업을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요구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법에는 이러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현행 상법에서 기업조직을 재편하는 제도로는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기업결합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금전출자 및

현물출자 그리고 조직변경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941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법이 북한 기업을 우리나라 회사로 전환하는

근거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이나 각각의

공사법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금전출자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나 공사의

설립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재산의 "특별승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게다가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회사의 청산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 기업을 일괄적으로 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조직변경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동일성의

유지"라든가, "재산의 포괄승계" 등의 법률효과가 수반된다. 942 그러나 과연

941 이 장 제 3절 III.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참조.

942 독일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는 "경제조직적 동일성"과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구분하고,

권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양도적 조직전환", 권리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1.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 이전의 조직전환의 개념) 참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질의 회사간의

조직변경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직변경제도는 "경제조직적 동일성"과

"권리주체의 동일성" 양자 모두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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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영기업과 그로부터 전환되어 성립하는 회사간의 이러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우리 사법은 재산의

"특별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의 "포괄승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943 그러나 현행 상법은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재산의 "포괄승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설사

기존의 회사의 조직변경규정을 "포괄승계"의 법적 근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의 유추적용은 금지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의

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은 북한의 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근거법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입법 상황하에서는 우리의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 북한의 국영기업을 일괄적으로 우리나라법의 회사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944

2. 회사전환의 규정방식

1) 법정회사전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국영기업을 일괄적으로

우리나라법의 회사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943 이를테면, 민법 1005 조에 따른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라든가 상법 제 235 조에

따른 합병후 존속한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944 통일 당시 서독의 조직전환법에서는 조직전환이 양도적 조직전환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이질적 회사 간의 조직전환, 후자는 동질적 회사 간의

조직전환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동독 기업의 회사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1994 년 새로 제정된 조직재편법에서는 조직전환제도를

형태변경(Formwechsel)이라는 개념하에 규정하고 있으며, 형태변경을 할 수 있는

법인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질적인 기업간의 형태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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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법은 헌법적 기초의 변화, 이를테면 사회주의재산제도를

폐지하는 통일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북한의 국영기업이 즉시

우리나라법상의 회사 형태로 전환되어 그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을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945 그렇다면,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의한 회사전환은 어떠한 규정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

북한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이유와 목적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회사설립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동질적 회사간의 조직재편에만 인정되는 우리나라 상법의 조직변경 규정도

그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것은 북한의 국영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법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별도의

독립적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 밖에는 없다. 다만, 이는 동질적인 회사

간에만 조직변경이 허용된다는 기존의 우리나라 상법학의 기본 개념이

변화된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하다.946

그러나 이렇게 이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라나라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원래의 회사가 정관작성

등의 조직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그 절차가 완결되면 존속하는 회사는

변경등기를 하고, 소멸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설립되는 회사는

945 또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을 담당하고, 전환된 회사의 지분권자가 되는 주체를

"북한기업민영화공사"라고 칭한다.

946 그 방법으로는 구독일조직전환법에서처럼 형태변경적 조직전환과 양도적 조직전환을

나란히 존치하는 방법과 현행 독일 조직재편법에서와 같이 형태변경이라는 개념하에

양자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제에서는 법리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조직전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분을 둘러싼 학설상의

다툼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2. (1994 년 조직재편법정비법에 의한 변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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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상법 제 233 조). 그런데 북한의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는 원래의 기업주체인 국영기업이 헌법적 기초의

변화, 이를테면 사회주의재산제도를 폐지하는 통일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주체인 회사가 설립절차를 완료 하기도 전에 "즉시" 그

법인격을 잃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별단의 조치가 없이는 통일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이러한 기업은 해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방법은 이렇게 해산된 기업의 재산을 가지고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에

따라서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현물출자 방식이 북한기업의 회사전환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회사법의 조직변경 방식은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방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은 이런 기업이 사회주의재산을 폐지하는 통일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적법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회사설립

방식이나 조직변경 방식에 의해서는 이러한 조건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북한의 국영기업을 일괄적으로

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한 기업의

회사전환의 이유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법정"회사전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가 바로 법률규정에 의한 회사전환 방식을 택한 예이다. 즉,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근거법인 신탁관리법은 동법 제 11조 제 2항

첫째 단에서 동법 제 1 조 제 4 항에 열거된 기업체는 1990 년 7 월 1 일부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업체는 동법 제 19 조에

따라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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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동독의 기업체는 직접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ex lege)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잠정적으로 자본 등 회사의 임시적 실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후에 법률행위에 의해 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갖추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947

물론, 이러한 회사의 설립절차나 성립된 회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그 경직된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기업재편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당시 서독법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법적 제도도 완비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948 이러한 법정회사전환 방식의 회사전환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하에서 입법자들이 처하였던 "시간적 압박" 949 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9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사례는 북한의 국영기업도 이러한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따라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이다.

3) 우리나라의 사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국공유화되거나 민영화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공기업이 설립되고 민영화조치가 이루어졌다. 951

947 이 논문 제 4장 제 5절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참조.

948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 참조.

949 Schwedhelm, Die Unternehmensumwandlung, Verlag Dr. Ottoschmidt, Köln, 1993, S. 313; BGH DtZ

1997, 201, 203; LG Berlin VIZ 1992, 292, 293; Lange, DtZ 1991, 329, 336.
950 구동독 조직전환령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은 당사자의 조직전환의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회사전환은 구동독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한

회사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신탁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 제 2장

제 2절 II.2.4) (조직전환령에 따른 국영기업의 임의적 조직전환) 참조.

951 이 장 제 3절 I. (우리나라법상 민영화 개념와 공기업의 조직재편 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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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기업의 통폐합,

경영효율화나 지분의 매각 등의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공기업을 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입법상황도 마찬가지여서, 국유재산법은 현물출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법에서 공기업의 설립이나 형태변화에 관한 규정을

산발적으로 두고 있을 뿐, 독일법에서와 같이 공기업의 조직전환이나

물적분할 같은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52 따라서 우리나라법에는

북한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나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의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은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주식회사 전환의 간주규정

공사형태의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제 2 조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 2 조는 해당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953 나아가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부칙 제 3 조 1 항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 3 조

제 1 항은 전환된 주식회사가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석유공사법954 부칙 제 2 호는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석유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 3 호에서는 이렇게 주식회사로 전환된 대한석유공사는 지체없이 전환에

필요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부칙

제 3 조 제 1 항(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의 전환)은

952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S. 158.
953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 1997.10.1] [법률 제 5380 호, 1997.8.28, 폐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 1997.10.1] [법률 제 5387호, 1997.8.28, 폐지].

954 대한석유공사법[시행 1970.2.7] [법률 제 2185호, 1970.1.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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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전에

주주총회 결의로서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회사가

"포괄 승계"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955

위의 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먼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이라는 문구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법상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오로지 상법 제 607 조에 따라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상법 조직변경법의 법리를

오인하여 공사가 상법 제 607 조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 조직재편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지방공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규정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56

독일법과 같은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법에서도 이를 부정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이다.

법학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간주규정"이라고 하는데, 간주라는 것은 공익

또는 법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955 이 법에서는 주식회사 간의 전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형태의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는 다른 사례와는 차이를 보인다.

956 독일 현행 조직재편법(UmwG) 제 1 조 제 2 항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합병, 분할, 재산이전이나 형태변경(Formwechsel)은 다른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법에서는 현행

조직재편법에 규정된 형태의 조직재편이 아닌 경우에는(이를테면, 주에 속하는 기업을

영조물 또는 공법상의 지역단체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다른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조직재편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Perlitt, in: Selmer/Stengel, UmwG, §168 Rz. 10

참조).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이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이러한 "연방법"이나 "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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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로 확정하여 거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957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직접적으로 "법률의 간주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일견 독일 신탁관리법의 법정조직전환의

규정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958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와 "주식회사이다"라는 문구 사이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즉, 재산의 포괄승계라는 특성은 독일 구(舊)조직전환법의 양도적

조직전환의 속성이다. 앞에 언급된 공사법의 간주규정이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간주규정이라고 본다면, "포괄승계"라는 것은 동질적인 회사간의

조직변경, 즉 독일 구(舊)조직전환법의 형태변경적 조직전환 형태의

조직변경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법과는 조화될 수 없는

속성이다. 959 물론, 이러한 간주규정은 결국 우리나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질적인 회사간의 조직변경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한석유공사법의 등기규정도 문제이다. 앞에 언급된 다른 두

공사법에는 등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독

대한석유공사법에만 "전환에 필요한 등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전환에 필요한 등기"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여기에서의 등기가 조직변경의 등기에 관한 상법 제 243 조, 제 606 조의

의미에서의 회사의 설립등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공사가 우리나라 상법의 조직변경규정에 따라서 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957 민법 제 20조 (거소), 제 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참조.

958 독일 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은 "···기업체는 1990 년 7 월 1 일부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59 우리나라에서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회사재산의

특별승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완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양도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S. 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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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규정이 공법상의 법인인 공사와 사법상의 법인인 주식회사라는 이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의 실체형성도 문제이다.

공사의 설립근거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 960 앞에 언급된

공사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61 그러나 각각의 공사법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공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규제·감독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사와 주식회사의 실체구조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간주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담배인삼공사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부칙에는 전환된

주식회사의 업무,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규정만을 가지고는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더구나, 상법을 적용하라든가

하는 준용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대한석유공사법도 본문에 자본금과

출자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칙에는

등기규정 외에는 그 밖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도 독일의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이 회사의 실체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체형성에 있어서 회사의 회사설립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 2 조 제 2 항). 그런데 이

960 이 장 제 3절 II.2. (적용법) 참조.

961 대한석유공사법 제 5 조[시행 1966.12.6] [법률 제 1841 호, 1966.12.6, 일부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 20 조[시행 1989.7.1] [법률 제 4120 호, 1989.4.1, 타법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 19조[시행 1995.1.5] [법률 제 4902호, 1995.1.5, 일부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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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상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개정되는

공사법에서는 기존에 있던 상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공사법의 회사전환 간주규정은 독일의

신탁관리법의 법정조직전환 방식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며, 이는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공사법의 회사전환 간주 방식이, 다소 단순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일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비견되는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결국은 회사의 실체형성이 문제이며, 회사의

실체형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법에서 발달된 회사법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962

(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의 특별규정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 제 75 조의 5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에서는 동법 제 5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공사963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62 우리나라 공사법의 회사전환간주규정이나 독일 신탁관리법의 법정조직전환규정은

필연적으로 경직된 규정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직된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6 절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 참조.

963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 53 조 제 1 항). 그러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 분의 1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조 제 2항).



- 369 -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가 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상법 제 243 조 및 제 606 조의 의미에서의 설립등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964 이 규정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조직변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공사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지방공기업법 제 75 조), 위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방공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개별 공사법의 주식회사 전환의 간주규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지방공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규정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 이유를 알 수 없고, 단지 공사가 매각되기만 하면 그 밖의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공기업의 일종인

지방공사를 법체계상 이질적인 사법상의 회사로 전환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전환방식으로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회사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따라서 특별승계에 따른 재산이전 절차가 요구되지

964 이 장 제 3절 III. 3. 2) (공사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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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된다. 965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효과는

조직변경의 당연한 속성이고, 권리·의무도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966

3. 법정전환방식에 있어서 회사의 실체형성 방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신탁관리법은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새로운 헌법적 기반 위에서 그 법인격이 단절됨이 없이 회사로서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법정조직전환이라는 특이한 회사전환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해서 성립된 회사는 법에 규정된

회사로서의 실체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은

제 19 조 이하에서 동법 제 15 조에 따른 등기 직후에 지체없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조치를 취하여 회사로서의 최종적인 실체를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실체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하여, 신탁관리법은 상호(제 14 항),

대표기관(제 16 조 제 1 항), 자본구성(제 15 조 제 4 항, 제 17 조)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회사의 임시적 실체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967

965 독일 구(舊)조직전환법하에서는 이질적인 회사형태 간의 조직전환을 양도적

조직전환(übertragende Umwandlung)이라고 하였다.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구회사의

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uno actu) 새 형태의 회사로 이전된다. 즉, 양도적

조직전환은 간이화된 현물출자설립(vereinfachte Sachgründung)의 성격을 갖는다.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2. Aufl., § 12 I 3 c) 참조; 독일법상의 조직전환제도의 변화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I. (조직전환의 개념과 변화) 참조.

966 이철송, 회사법강의, 120.

967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의 실체형성에 따르는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3 절 I. (법률규정에 의한 회사전환)과 제 5 절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참조.



- 371 -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국영기업을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의하여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법률규정에 따른 회사의 조직변경 내지는

성립, 회사의 임시적 실체에 관한 규정 및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

절차라는 규정 방식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의하여 북한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임시적

실체형성과 최종적 실체형성에 관하여 어느 범위에서 법정설립근거법이

직접 규정하고, 어느 범위에서 해당 회사의 회사설립규정에 맡기도록 할

것인가 하는 역할분담이 문제로 된다.968

4.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신설합병(독일조직재편법 제 36 조 제 2 항 첫째

단) 및 신설분할(동법 제 135 조 제 2 항 첫째 단)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설분할의 경우(동법 제 75 조 제 1 항)에는 주식법 제 32 조에 따른

설립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상인의 재산의

신설물적분할(동법 제 159 조 제 1 항), 법인격 있는 재단의 재산의

물적분할(동법 제 165 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산의

물적분할(동법 제 170 조)의 경우에 유한회사법에 따른 현물출자설립보고 및

주식법에 따른 설립보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태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97 조). 이와

같이, 독일 현행 조직재편법은 조직재편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는

968 물론, 회사의 조직변경에 있어서 실제로 회사의 설립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 조직재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한 회사설립규정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형태의 회사설립규정은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그 적용범위가 문제로

된다. 이 논문 제 3 장 제 2 절 III.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회피방지 목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상법 제 607조 제 3항).



- 372 -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각 회사형태에 따른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회사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합병이나

조직변경에 있어서 각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조직변경(상법 제 606 조, 제 607 조

제 5 항), 합병(상법 제 233 조, 제 269 조, 제 528 조, 제 602 조)의 경우에

형식상 새로 성립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회사의 조직재편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의 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69 특히 정부출자기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유재산법 제 65 조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정부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 295 조 제 2 항(현물출자의 이행), 제 299 조

제 1 항(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 299 조의 2(현물출자등의 증명)와 제 422

조(현물출자의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증자 시에 위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절차를 생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되었던 현물출자와 관련한 상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969우리나라 상업등기법은 조직변경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등기에 있어서 특히 정관 및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 110 조 제 1 항 제 1 호, 제 3 호, 제 102 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호). 또한, 등기할 사항의

무효나 취소원인의 존재는 등기관에 의한 등기각하의 사유(동법 제 27 조, 제 110 조

제 2 항, 제 76 조 제 3 항), 등기된 사항의 무효원인의 존재는 당사자에 의한 등기말소

신청의 사유(동법 제 11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등기관에 의한 등기의 직권말소의

사유(동법 제 117 조 제 1 항)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회사의

순자산액과 관련된 회사법 회사설립규정의 준수 여부는 법원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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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의 경우에도 회사의 실체형성에 있어서 각 회사의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당시 서독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에 따른 회사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든, 신탁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실체형성절차는 회사의

조직전환절차 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설립절차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III. 회사의 실체형성

1. 서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는 조직변경의

결의에서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 604 조 제 3 항, 제 607 조 제 5 항). 그러나 법정회사전환의 방식에 따라서

북한 기업소가 회사로 전환되는 때에는 이러한 결의가 전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일단 정관이 없는 상태로 성립한다.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543 조 제 2 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에 상응하는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따른 회사 전환에 있어서는 흠결된

회사의 실체를 사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추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설립절차의 추완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회사의 실체가 확정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임시의

자본구성이나 기관 등에 관한 규정도 또한 필요하다. 법정회사전환에 의한

회사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설립추완절차의 완료 시점까지 존재하는 회사의

잠정적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회사전환에 관하여 규정하는 근거법은 그 본질상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회사의 임시적 실체구조를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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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규정과 이러한 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북한기업을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법상의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근거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시규정이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하고,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때 우리나라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2. 회사의 임시적 실체구조

1) 상호

(1)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우리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 5 조 제 2 항).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는데(동법 제 18 조),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 19 조). 또한, 이를테면 주식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의

하나이며(동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2 호), 설립등기사항이기도 하다(동법

제 317조 제 2항 제 1호).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독일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있어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의 하나로서 상호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회사전환에 의해서 회사가 성립하는 시점으로부터 회사의

최종적 실체가 완성되는 시점까지에는 회사의 실체가 흠결된 임시상태의

회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회사는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한 등기법원의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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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립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70 따라서 기존의 북한 기업소의 명칭에

"조직변경 중의 주식회사", "기업소주식회사" 또는 "설립추완주식회사" 등

회사의 실체형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설립추완주식회사"라는

명칭을 택하기로 한다. 즉, A 기업소는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A 설립추완주식회사가 된다. 그리고 설립추완 절차가 완료되면,

"설립추완"이라는 부가명칭을 삭제해서 A주식회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부칙에

규정된 방식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사법의 부칙 제 2 조

제 1항은 해당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 2 항은 주식회사는 상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본문의 규정971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라는 형태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소라는 명칭은 상호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회사로 전환된 북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는

명칭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실체가 완성되지 못한 회사라는

것을 공시하는 부가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970 이는 상호권의 보호 목적에서 규정된 우리나라법상의 상호의 가등기 제도(상법

제 22조의 2)와는 궤를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한다.

971 이 규정은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7 미만이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당해 대상기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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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사례

독일 회사법상 상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된 구동독기업의 경우에도 그 상호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972 그러나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는 아직 회사의 실체가 구성되지 않은 잠정적 상태의 회사이다.

즉, 이 회사에서는 신탁관리공사가 지분권자로 정해져 있을 뿐, 아직 정관도

없고, 자본도 구성되지 않았고, 회사의 기관도 선임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진실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잠정적인 상태를 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973 독일 신탁관리법에서는 회사의 상호에 "설립추완중"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신탁관리법 제 14 조). 이 명칭은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절차가 완료되고, 그 사실이 등기가 되면 삭제된다(동법

제 21 조 제 3 항). 이로써,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는 완성된

회사로 존재하게 된다.

2) 임시자본구성

(1)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에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5 호), 1 주의

금액(동항 제 4 호)을 정해야 하고,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상법 제 291 조). 이어서,

주식인수절차(동법 제 293 조, 제 301 조) 및 출자이행절차(동법 제 295 조,

제 303 조, 제 305 조)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기초인 주주가 확정되고,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인 자본이 확정된다.

972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장 제 5절 I.1. (상호) 참조.

973 이 논문 제 4장 제 5절 I.1. (상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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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회사로 전환된

북한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북한기업의 재산이 전환된 회사의 재산으로

이전되면, 설립절차를 추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인수 및 납입,

그리고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게 된다.974

다만, 정관은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설립추완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정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회사의 자본구성이 확정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임시주식발행사항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설립절차의 추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잠정적인 액면가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납입의무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며,

설립절차의 추완이 완결되고 회사의 자본(상법 제 451 조)이 확정되기 전에

주식지분을 매각해서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목적으로는, 액면금액인 100 원 주식(상법 제 329 조 제 3 항)을 단 1 주만

발행해도 무방하다. 975 또한,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정관이 설립추완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따라서 회사의 최종적인 자본구성도 재고조사, 자산재평가,

개시대차대조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974 우리나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은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재산의

포괄승계를 규정하고,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칙 제 3 조), 그 법적상황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975 2009 년 5 월 상법개정으로 기존의 최저자본제가 폐지되어 이러한 설정도 가능하다.

송옥렬, 상법강의, 6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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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시적 자본구성을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9조(부실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976

(3) 독일의 사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정관은 설립의 추완절차와 등기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 때까지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자본구성(주식법

제 23 조 제 2 항 제 2 호, 제 3 호, 제 3 항 제 3 호, 제 4 호)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독일 신탁관리법은 주식회사 100,000 마르크, 유한회사

50,000마르크라는 당시 회사법에 허용된 최소액으로 회사의 임시자본총액을

정하였다(제 15 조 제 4 항). 또한, 잠정적으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의

액면가는 50 마르크, 유한회사 출자 1 좌의 금액은 1000 마르크로

정하였다(제 17 조). 이러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은 규정의 흠결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원칙규정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등기의 공시원칙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본구성이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사항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977

3) 임시기관구성

(1)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주식회사설립에서는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의해서 선임된다(상법 제 296 조 제 1 항, 제 312 조). 그 외에는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동법 제 382조 제 1항, 제 409조 제 1항).

976 Weimar, THG, §15 Rz. 6; 이 논문 제 4장 제 5절 I.2. (자본구성의 의제) 참조.

977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자본구성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5 절 I.2. (자본구성의

의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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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설립추완주식회사는 한편으로는

설립절차를 추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회사전환 시점에 설립추완주식회사에는 주식회사법에

따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는 회사의

설립추완과 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로 전환된 북한기업의 경우에는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1 인주주로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기업민영화공사는 회사로 전환된 기업이 민영화될 때까지의 잠정적

주주이다. 따라서 과연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회사의 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를테면,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임기

2 년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 선임 후 1 개월 만에 회사가 민영화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이러한 이사가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이사의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종적인 회사의 기관은 회사가

민영화를 통하여 매각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타당하다(상법

제 382 조 제 1 항, 제 409 조 제 1 항). 따라서 북한기업민영화공사는

임시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임시상태는

최소한 설립추완절차가 완료되어 완성된 회사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늦어도 회사가 민영화되는 시점에는 끝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78 또한, 북한기업민영화공사에 의하여 임시기관이 선임되기까지에는

업무집행의 공백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기관이 선임될 때까지는

북한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으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978 우리나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 5 조 제 2 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주식회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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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시이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 즉, 임시이사는 회사설립,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에 있어서

이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 이사는 무엇보다도

북한 국영기업의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한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설립추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 323 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동법 제 399 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 401 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기관의 업무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임시기관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대신

지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있는 책임주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정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갖는다.

(3) 독일의 사례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조직전환에 있어서는 신탁관리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서 1990 년 7 월 31 일까지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이사회의 임시 구성원 또는 임시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었다. 979 그때까지는

이사회 또는 업무집행자의 임무는 업무집행 총지배인이나 사업장지배인이

맡았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이러한 임시 이사회구성원이나 업무집행자의

임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임시기관의 직무는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임시기관이 주식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구성원 내지는

유한회사법에 따라 선임된 업무집행사원의 지위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979 독일 물적회사법상 통상적인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기관의 선임에 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 30조, 제 31조, 독일 유한회사법 제 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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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 제 2 항 첫째 단에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업무집행자의 지위 및 책임에 관한 독일

주식법(제 76 조 이하) 또는 유한회사법(제 35 조 이하)의 규정을 이러한

임시기관에 적용하였다.

나아가 동조 제 2 항 둘째 단에 따라서 신탁관리공사는 이러한

임시기관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대신에 책임을 졌다. 물론,

다른 법규정에 따른 신탁관리공사의 상환청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책임의 성격, 그 범위, 존속기간 및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

이전의 제 3자에 대한 행위자책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980

3.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

1) 문제점 및 해결방안

회사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는 총사원이나 총주주의

결의로 회사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상법

제 604 조 제 3 항, 제 607 조 제 5 항에 따르면, 회사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는

조직변경의 결의에서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회사전환의 방식에 따라서 북한 기업소가 회사로 전환되는

때에는 이러한 결의가 전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성립된 회사는

정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543 조

제 2 항에 따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회사의 실체구성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따른

회사 전환에 있어서는 이렇게 흠결된 회사의 실체를 갖추기 위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적으로 추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980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임시기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5 절 I.3. (임시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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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보호규정(제 608 조, 제 232 조), 자본의 제한(제 607 조 제 2 항),

등기(제 607 조 제 5 항, 제 606 조)등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정관의 작성은 지분권자로서 북한기업민영화공사가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 288 조). 그러나 그 준비작업은 각 설립추완주식회사가 해야 할

것이며, 설립추완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본금 및 증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정관의 초안, 원래의 국영기업소의 결산과 조직변경 기준일부의

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 및 모든 권리의무의 목록, 은행과의 약정서,

설립보고서와 영업보고서, 그리고 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북한기업민영화공사에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인 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화 이후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981 설립의 추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면, 이를 등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설립의 추완절차에서 회사의 회사설립규정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는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 607 조 제 3 항). 이 규정은 엄격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탈법방지라는 목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법하에서는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주식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추완 절차에서도 주식회사의 엄격한 회사설립규정, 특히 변태설립이나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업등기법은 조직변경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등기에 있어서 특히 정관 및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상업등기법 제 110 조 제 1 항 제 1 호, 제 3 호, 제 102 조

제 1항 제 1호, 제 3호),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동법

제 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를테면, 신청서에

981 앞의 2. 3) (임시기관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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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10 조 제 2 항, 제 76 조 제 3 항). 또한, 상업등기법 제 116 조

제 1 항 제 2 호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동법 제 117 조 제 1 항이

등기관이 제 116 조 제 1 항에 따른 등기말소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정관의 기재사항 및 회사의 순자산액과 관련된 회사법

회사설립규정의 준수여부는 법원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사의 재무구조에 관하여는 북한 기업소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상인이므로 상법

총칙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상법 제 29 조 이하).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사의 회계에 관한 절에서는 결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 446 조의 2 이하). 북한의

국영기업의 재무구조가 우리나라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립추완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항목이라든가

평가방법, 자본구성, 검사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그 특이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982 특히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자본구성과

982 오선희(사회주의기업소 자금의 성격, 경제연구, 2005 년 1 월호)에 따르면, 기업소 자금은

노동보수금, 기업소 자체충당금,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건물, 원자재,

미성품과 반제품, 완제품과 발송제품 등의 각종 재산을 화폐적으로 반영한 것이고

재생산과 직접 연관된 자금이다. 또한, 기업소자금은 국가적 성격을 띤 자금으로서,

국가자금을 원천으로 하였다. 따라서 언제든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소자금에 대한 재정계획은 전반적인 경제계획과 맞물려 있다. 기업소는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들어오는 판매수입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하고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출비용이란 것은 처음에 기업소 조업 개시 당시

국가가 공급해준 자금이다. 이러한 지출비용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업소의

독자성을 감안해 국가에 납부되지 않고 다시 다음번 생산에 투하된다. 또한, 순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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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는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에 기인한 채무초과의 해소와 자기자본의

확정,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금의 조성문제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국영기업도 구동독의 인민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제조건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본구성에 관하여는 조정채권(제 24 조), 조정채무(제 25 조)에 관한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의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기업민영화공사에 대하여 조정채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면, 북한기업민영화공사는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회생되어야 할 기업과 해산되어야 할 기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북한기업민영화공사는 북한의 기업체제를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2) 독일의 사례

독일 신탁관리법 제 19 조는 임시경영기관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19 조

이하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필요한 설립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없다.983

결국,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부터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이 물적회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에 있어서는 독일

일부를 기업소자금으로 기업소에 남겨둔다(유영구,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상), 각주 6) 참조).

983 Busche, in: RVI, B200 THG §19 Rz. 3;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recht, 2. Aufl., §18 Rz. 134;

Weimar, THG, §19 Rz.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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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984

한편, 독일법상 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 설립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현행 조직재편법 제 197 조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회사설립규정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985

조직전환의 형태에 따라 회사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차별화하여 규정한 독일 구(舊)조직전환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그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986

다만, 독일의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전환된 회사의

채무초과의 해소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회사로

전환된 이전의 구동독기업들 간에 조정채권과 조정채무를 통한 결제에

의해서 해결하였다(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 제 24조, 제 25조).987

4. 회사의 등기

1)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우리 상법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 317 조, 549 조).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회사의 해산등기와 새로

성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 606 조, 제 607 조 제 5 항).

이러한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988

984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에 따르는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4 장

제 5절 II. (설립추완에 의한 회사의 최종적 실체형성) 참조.

985 Decher, in: Lutter, UmwG, §197 Rz. 6.
986 서독법상 조직전환에 있어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이 논문

제 3장 제 2절 III. 1.4) (새로운 회사형태에 적용되는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 참조.

987 Reiß, Grundzüge und Besonderheiten der DM-Eröffnungsbilanz, in: Hahn, Investitionsstandort neue

Bundesländer, S. 211.
988 송옥렬, 상법강의, 초판, 68, 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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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회사전환 방식에 따른 회사 전환은

법정회사전환에 따른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성립과 설립절차의 추완의

2 단계로 구분된다. 설립추완주식회사에서는 그 자본구성이나 기관구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임시상태는 설립절차의

추완에 의하여 해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백히

공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설립추완중의 회사(설립추완주식회사)의 등기와

설립추완 절차 이행의 등기가 필요하다. 989 특히 설립추완 이행 후에 하는

등기에는 회사의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990

독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이러한 등기가 선언적

효력만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설립추완주식회사의 등기에는 법정조직전환의 유연화 방안과 관련하여

일정한 회사법적 효과를 갖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991 따라서 설립하자의

법리의 적용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창설적 효력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989 설립추완주식회사의 상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절 III.2.1) (상호) 참조.

990 이는 설립추완 절차에 상법의 엄격한 회사설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의 당연한

귀결이다 .

991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1.2)(2) (해결방안: 신탁관리법 제 11조 제 2항의 선택권의 확장)

참조. 이에 따르면 독일 신탁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르는 등기는 설립추완 회사의

확정 및 설립추완 자격의 확정, 부진정 설립중의 회사 법리의 적용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절 I.3.3)(1) (기업의 간이분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간이분할의

법적수단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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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사례

독일 신탁관리법에서는 법정조직전환에 따라서 성립된 회사를 동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는 상호에

"설립추완중"이라는 표시를 포함하였으며, 자본금과 주식에 관한 사항이

법에 의하여 의제되었으며, 임시기관이 선임되었다. 또한, 신탁관리법은

동법 제 19 조 이하에 따른 설립추완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 21 조 제 3 항), 회사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설립추완중"이라는 표시가 삭제되었다. 이로써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완성된 회사로 존속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창설적이냐 선언적이냐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며, 992 이는 하자있는

회사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도 문제가 되었다.993

IV. 회사설립의 하자

독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회사설립하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기초로 경직성의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연화

방안을 원용하여 입법론으로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기업의 극심한 구조적 차이 등 기업체계적

요인, 북한 기업 종사자들의 우리나라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인적

요인, 기업조직재편에 필수적인 등기제도의 미비 등의 제반 제도적 여건의

문제, 입법의 미비 및 각종의 범죄적 동기 등,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도 회사 설립의 효력이 문제시될 수 있는 사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여전히 많다.

992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 4.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참조.

993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4.1) (서설) 및 3)(2) (등기의 창설적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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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 회사 설립의 하자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법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1. 우리나라법상 설립하자에 관한 규정방식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의 하자(상법 제 184 조 내지 제 194 조)나

합병의 하자(상법 제 236 조 내지 제 240 조)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장에

주장방법,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각각의 회사형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 328 조 제 2 항, 제 552 조 제 2 항, 제 530 조

제 2 항, 제 603 조).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무효의 소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명하고 있다(상법 제 238조).

독일법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나 물적회사법의 상태보호규정(독일

주식법 제 275 조 이하, 유한회사법 제 75 조 이하)에 따라 회사설립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또한, 합병, 분할이나 조직전환의 하자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절대적 상태보호; 조직재편법 제 20조 제 2항,

제 131 조 제 2 항, 제 202 조 제 3 항). 즉, 이러한 하자는 등기에 의하여

치유된다.

2. 설립하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요건

독일법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나 물적회사법의 상태보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계약적 기초와 등기의 창설적 효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탁관리법에서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994

994 이 논문 제 4장 제 6절 III.4.1) (서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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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회사설립의 하자나 합병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회사전환 대상기업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에 따르면, 설사 우리 상법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 논문에서는 회사전환의 대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전환대상과 회사전환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회사전환의 목적에서 도출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전환대상을

정하고,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전환자격을 재확정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사전환자격의 재확정 또는 추가적

부여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의 효과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회사전환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함께(부분분할의 경우) 또는

그 대신에(완전분할의 경우) 이를테면 기업분할 등을 통해서 새로 성립된

회사가 회사전환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원래 회사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이 새로 회사전환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의 이러한 효력은 창설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해당 회사는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임시적 실체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정관 등

회사로서의 실체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회사전환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을 따르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의 회사설립의 하자나 합병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계약적 기초나 등기의 창설적 효력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설립의 하자나 합병의 하자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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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설립의 법적효과의 수정

우리나라 상법은 설립하자의 법적효과로서 원상회복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하자에 관한 법리의 정당화 근거995를 생각하면, 과연 우리나라

상법과 같이 원상회복을 시키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 회사법상의 설립하자의 법리에 따른 법률효과를 수정하여,

지분의 양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법정조직재편의

목적에서 볼 때,996 이러한 방식이 더 타당하다. 단, "사용 그 자체를 통하여

행정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997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하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즉, 회사의 조직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나 합병무효의 소와 같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직변경의 무효가 확정되면 조직변경 전의 회사로

복귀하게 하자는 견해가 있다. 998 그러나 조직변경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추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무효·취소에 관한 소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효과는 원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회사의

해산·청산이어야 할 것이다. 원상태로의 복귀는 합병무효의 소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지만, 이 역시 유추적용이 금지되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원상회복이라는

해결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995 우리나라법에서는 기존상태의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독일법에서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법인의 상태와 자본적 기초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고 하는데, 회사관계의

소급적 해소의 실질적 어려움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996 이 논문 제 4장 제 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참조.

997 이 논문 제 4 장 제 6 절 III.2.2)(4)②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선택권과 신탁관리공사에 의해서 실행된 조직전환)을 참조.

998 송옥렬, 상법강의, 1154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가 우리나라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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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북한 기업의 회사전환에서는 고려해야 할 특이한 요소가

있다. 북한의 국영기업은 새로운 헌법체계 하에서 더 이상 법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변경의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전 기업의

회복등기는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해산되어야 한다. 물론, 회사기업분할

사례에 있어서는, 분할 이전의 원래의 기업이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등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는 999 그 존속회사도 이미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므로, 회복되는 회사와 피분할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법에 회사 조직변경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도 법정회사전환의

특이성을 고려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최소한 하자의 법적효과로서 원상회복의 방법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귀속주체에 대한 지분양도 방식에

의한 해결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999 최기원, 신회사법론, 1147 내지 1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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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정책론이나 당위론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 구현방식 내지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회사법 등 관련법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다.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동·서독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른 구동독 기업체제의 재편과 관련하여,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에는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조직전환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

절차에 적용되는 회사설립법의 적용범위를 규명하였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이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탁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그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고,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신탁관리법에 의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한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근거법은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 그 담당기관은 가칭 "북한기업민영화공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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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제의 도입과 기업 계속성의 유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서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국가와 개인

간의 경제형성에 관한 권한배분의 문제가 중요하다.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구동독의

사회주의 재산체계와 기업체계는 서독 법체계에 따른 권한배분에 상응하게

재편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구동독의 사회주의 재산 중 조합재산은

농업조정법 등에 따라 재편되었고, 정당재산 등 사회단체소유 재산은

구동독 정당법에 따라 독립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인민재산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되어 민영화되거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서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다.

신탁관리법은 인민경제등기부에 등기된 법적으로 독립된 인민기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법적 형태의 기업체는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체는 직접적으로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적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었고(법정조직전환), 그에 상응하는 물적회사로서의 실체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적으로 독립된 인민기업체 중 일부 기업체는 신탁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권한배분이나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목적을 포기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업체는 각 기업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강제적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각각 그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구동독의 기업체는 각 재산형태 및 기업분야에 따라 상이한

조직재편 근거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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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가와 개인 간의 경제형성에 관한 권한배분이 새로운 법체계에

상응하게 재편되었다.

2. 회사의 실체형성

먼저,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서 일반 회사법상의 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문제로

된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회사실체형성의 법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이라는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존의 물적회사법에서는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또는 완성된 회사

등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적용법리를 달리한다. 그러나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이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그 적용법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즉,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헌법 체계하에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는 새로운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인민기업체라는 법적

형태는 소멸된다.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기존의 인민기업체가

조직전환절차에서 가졌어야 했을 지위도 떠맡게 된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설립추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지위와 완성된 회사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 즉,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이중적 법적 성격"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K. Schmidt 의 말대로,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회사법상의 법적 형태의 하나에 포섭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이 회사의

법률관계 및 책임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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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오히려 서독의 구(舊)조직전환법에서 더 적합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은 일반적으로 조직전환에

회사법의 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범위는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양도적

조직전환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더 넓은데, 이는 전자의 경우는 동질적인 기업 간의

조직전환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질적인 기업간의 조직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절차에서

회사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구동독의

국영기업과 설립추완중의 회사 간에 그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은 권리주체의

동일성의 유지를 요소로 하는 형태변경적 조직전환이라기 보다는,

권리주체의 교체를 요소로 하는 양도적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서는 양도적

조직전환의 법리에 준하여 회사설립규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신탁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자본구성과 관련해서는 독일마르크화대차대조표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경직성의 유연화

다음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는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는 신탁관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거하여 이러한

경직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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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분할 사례에 관하여는 기업분할의 근거규정에 관한 "입법의

흠결"을 규명하고,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 15 조)의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신탁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구동독 기업구조의 분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법에 기업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신탁관리법의 입법자는 별도의 분할규정이 없이도 기업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같은 시기에 제정된 농업조정법에는

구체적인 분할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기업분할 사례에서는 "예정되지 않은 입법의 흠결"을 인정할 수

있다. 독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당시 독일에는 현행

조직재편법의 분할제도와 같은 것이 아직 없었다. 따라서 그

해결방법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 15 조)의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하나의 인민기업체를 여러 개로 사실분할하여(Realteilung) 각각

설립추완중의 회사로 등기하면, 원래의 회사가 아니라, 각각의 등기된

분할회사가 신탁관리법에 규정된 설립추완절차에 따라 회사로서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재확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의 임시적 실체형성에 관한 규정도 원래의 회사가 아니라,

각각의 등기된 분할회사에 적용된다. 이렇게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에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등기를 통하여

분할회사는 임시적이나마 정관이라는 회사로서의 "계약적 기초"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에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업분할에 관한 입법의 흠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의 사례에

관하여는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방안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신탁관리법의 임의적 적용 방안이라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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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후적으로 이러한 제외기업에게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먼저,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일조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구동독의 사회주의재산을

배정받은 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인민기업체의 형태를

가진 해당 기업은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새로운 헌법체제하에서

결국 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변경의

입법목적이 구동독 기업의 "법인격의 유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의도되지 않은 입법의 흠결"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체는 신탁관리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신탁관리법의 "임의적"

적용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한 인민기업체를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에서 제외하는 규정(신탁관리법 제 11 조 제 3 항)은 이러한

기업체의 조직전환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체를

법정조직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체가 신탁관리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물적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체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그렇다면, 구동독의 사회주의재산을

배정받은 권리자(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을 사법적 형태의

기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조직전환방식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속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관리법에 의한 물적회사로의

조직전환이 허용될 수 없다. 행정재산은 그 개념정의상 그 사용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이용되는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은

물적회사의 지분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추적용 및

신청에 의한 신탁관리법의 적용의 경우에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 15 조 )는 일종의 "자격부여기능"을 하게 된다. 즉,

애초에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이 이러한

등기를 통하여 조직전환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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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르면, 기업분할 사례의 경우와 제외기업 사례

중에서 그 대상이 일반재산(Finanzvermögen)인 경우에는 등기의

"자격재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을 통하여 신탁관리법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고,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이러한

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직전환이 된다. 물론,

개개 기업의 조직전환은 다른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이유로 해서 그 효력이

문제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업이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제외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조직전환에 하자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외기업 사례 중 그 대상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법정조직전환의 하자가 인정된다. 조직전환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 15 조)에 "자격재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설립추완중의

회사로서의 자격이 재확정되거나 부여됨과 동시에 임시적 실체형성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법률규정도 이 등기된 회사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설립추완중의 회사는 임시적 정관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4. 북한 국영기업에의 적용

마지막으로,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검토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 응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이 처한 법적 상황은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처했던 법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하에 동화된 법체제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재산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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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소는 우리나라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법에는 독일법상의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상법에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나라 상법의 조직변경 제도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외에 기존의

민영화관련법 그리고 공기업의 설립근거법 및 관리·감독법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구하였다.

먼저,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기업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회사전환의 대상은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인격의 유지라는 목적의

관점에서는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북한법상 법인격을 지닌 기업으로

한정된다. 북한법상 기업의 법인격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독립채산제의 채택 여부, 국가기관에의 등록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수익성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대상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갖는 성질과 동질적인 성질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상응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은 강제적인 조직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법정회사전환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사후에 법정회사전환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또는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법정회사전환의 규정에 따라 회사전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보되어야 한다. 그 밖에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분야의 기업 등도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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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업에 관하여는 독일의 농업조정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조직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기업체계는 우리나라 기업체계에 상응하도록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엄격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607 조 제 3 항). 따라서 탈법방지라는 목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법하에서는 북한 기업의 법정회사전환에 의하여 성립된 주식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추완절차에서도 주식회사의 엄격한

회사설립규정, 특히 변태설립이나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65 조). 그러나 북한기업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서도 문제로 될 수 있는

경직성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회사전환의 경직된

규정방식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간이분할방식, 신청주의에 의한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임의적 적용,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유추적용의 활용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물론,

신탁관리법 시행 당시의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분할제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른 법정회사전환과

동시에 회사분할을 통하여 북한기업의 조직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이한 방식의 회사분할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전환제외기업의 귀속권리자에게 회사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라 그 귀속기업을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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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상황의 변화에 따른 입법의 흠결에

대비하여, 이러한 흠결사례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서와 같이 등기의 "자격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이 그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에는 조직변경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회사의 조직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나 합병무효의 소와 같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는 법정회사전환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수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설립의 하자의 법률효과로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에 따른 회사전환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의 국영기업은 새로운 헌법체계하에서 더 이상 법인격체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된다. 따라서 사후에 회사전환의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전

기업의 회복등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법인격의 유지 등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속하는

기업의 회사전환하자의 문제는 하자있는 회사의 해산이라는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지분의 양도 방식이 바람직하다.

5. 결어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방식의 회사전환을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에 속하는 국영 기업의 회사전환에서

기업의 존속 여부는 궁극적으로 전환절차의 하자 여부가 아니라, 그 기업의



- 403 -

생존가능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구동독이나 북한의 국영기업은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이미 하나의 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던 기업이다. 따라서 독일의 신탁관리법이나 이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칭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은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에

의하여 기업의 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기업을 변화된 법적

환경에 적응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존재하던 기업은 이러한 적응을 통하여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그 법인격이

유지되고,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새로이 얻은

기업형태와 그에 따른 실체형성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경제형성에서의

권한배분이 재편될 뿐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법의 규정방식의

특이성이나 입법의 미비가 회사설립의 하자로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미 존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생존가능한 기업이 해산되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이러한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및 경직성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은 특히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 기업분할 사례와 관련하여 제시된 유연화 방안은

자칫 수익성 있는 기업의 핵심부분만 분리하여 독차지하려는 시도 등의

범죄적 동기와 결합되어 악용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연화

방안에서는 "자격재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을 하는 등기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등기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제외기업 귀속권리자의 조직형태선택자유의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법상의 형태의 기업을 통해서 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 및 그에 수반하는 그

밖의 문제들은 앞으로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입법과 법해석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시 체제통합과



- 404 -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하였던 구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 국영기업

회사전환의 사례는 그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양 측면에서

공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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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 1990 (GBl. I S. 15)

합작법

Joint-Venture-Verordnung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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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tragungsgesetz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Güter,
staatlicher Forstwirtschaftsbetriebe und anderer
volkseigener Betriebe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as Eigentum der Länder und Kommunen v. 22.
Juli 1990 (GBl. I Nr. 49 S. 897)

신탁관리법 제 3시행령
3. DVO z. TreuhG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Treuhandge-
setz vom 29. August 1990 (GBl. I Nr. 57 S. 1333)
(BGBl. III Anh. IV-8)

신탁관리법 제 4시행령
4. DVO z. TreuhG

4.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Treuhandgesetz
vom 12. September 1990 (GBl. I Nr. 60 S. 1465)
(BGBl. III Anh. IV-23), geändert durch Gesetz vom
23. September 1990 (BGBl. II S. 885, 1241)

신탁관리법 제 5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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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m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DR

in Kapitalgesellschaften

Ik Sung Kim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nde der 80er und Anfang der 90er Jahren hatte der Umbruch in den osteuropäischen

Ländern die Umwandlung des sozialistischen Systems zur Folge. In Deutschland ging

die deutsche Einheit in Erfüllung, wobei die Rechtseinheit eine Schlüsselrolle spielte.

Davon ausgegangen, dass das sozialistische Wirtschaftssystem Nordkoreas im Falle

einer Vereinigung beider koreanischer Staaten auf der Basis einer Rechtseinheit nach

dem Recht Südkoreas umgewandelt wird, hat diese Abhandlung die Untersuchung der

Um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DR in Kapital-

gesellschaften zum Gegenstand, und zwar als eine mögliche Alternative für die Um-

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des Nordkoreas. Bei dieser Untersu-

chung geht der Verfasser nicht von rechts- bzw. wirtschaftspolitischen Grundsätzen

aus, sondern analysiert anhand der Rechtsdogmatik ihre Vorgänge und setzt sich mit

den sie begleitenden Rechtsfragen auseinander.

Die Umwandlung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der ehemaligen DDR basierte auf

Staats- und Rechtseinheit. Das bedeutete, dass die DDR Teil der BRD wurde und da-

mit das Staats- und Rechtssystem der BRD anerkannte, annahm und das eigene aufgab.

Im Rahmen der Umgestaltung der Unternehmensstruktur wurden die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nach dem Treuhandgesetz(THG) "ex lege" in Kapitalgesellschaf-

ten umgewandelt. Dadurch konnte die Rechtspersönlichkeit der Unternehmen be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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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ten und die Kontinuität gesichert werden. Diese gesetzliche Umwandlung nach dem

THG weist im Vergleich zu Gesellschaftsgründung nach dem allgemeinen Gesell-

schaftsrecht eine strukturelle Besonderheit auf. Nämlich, eine Gesellschaft entsteht

zuerst per Gesetz, die für die Gründung einer Gesellschaft gesetzlich erforderlichen

Maßnahmen werden dann nachträglich nachgeholt. Die sich in der Phase der Grün-

dungsnachholung befindliche Gesellschaft wird "Gesellschaft im Aufbau" genannt.

Die gesetzliche Umwandlung nach dem THG brachte Rechtsproblemen mit sich, die

auf ihre Besonderheiten zurückzuführen waren. Einerseits sind die Gründungsvor-

schriften des THG nicht nur lückenhaft, sondern es wird in dem THG auch nicht ange-

deutet, was unter den erforderlichen Gründungsmaßnahmen zu verstehen ist. Ander-

seits wirken sich die Vorschriften des THG, grammatisch ausgelegt, so inflexibel aus,

dass die Um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en im Rahmen der Umwandlung einer

rechtlichen Grundlage entbehre und die Umwandlung der von der gesetzlichen Um-

wandlung ausgeschlossenen Wirtschaftseinheiten verboten sei. Dies waren tatsächlich

Hemmnisse bei der Verwirklichung der Aufgaben des THG.

Vor diesem Hintergrund gilt es, einerseits die auf die Gründungsnachholung anzuwen-

denden Gründungsvorschriften des Gesellschaftsrechts festzustellen, anderseits zu

versuchen, im Wege der teleologischen Auslegung die Inflexibilität des THG zu über-

winden. Ferner ist der Frage nachzugehen, ob und wie die im Rahmen des THG her-

ausgearbeiteten Fragestellungen und Lösungen auf die Um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Nordkoreas zu übertragen sind.

Zunächst bieten sich bezüglich der Nachholung der Gründungsmaßnahmen zwei Lö-

sungswege an. Der eine richtet sich nach der Rechtsnatur der Gesellschaft im Aufbau,

der andere nach derjenigen der gesetzlichen Umwandlung nach dem THG. Nach dem

deutschen Kapitalgesellschaftsrecht sind auf Vorgründungsgesellschaft, Vorgesell-

schaft und fertige Gesellschaft unterschiedliche Rechtsdogmatiken anzuwenden. Nach

dem damaligen deutschen Umwandlungsrecht waren auf die Umwandlung grundsätz-

lich die Gründungsvorschriften der jeweiligen Gesellschaft anzuwenden, die anzuwen-

denden Vorschriften waren aber je nach der Umwandlungsart unterschiedlich. In dieser

Abhandlung wurde herausgearbeitet, dass der letztere Lösungsweg tauglicher ist als

der ers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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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nächstes ist die Problematik der Flexibilisierung der gesetzlichen Umwandlung in

zwei Gruppen unterteilt, nämlich in Spaltungsfall und Ausschlussfall. Bezüglich des

Spaltungsfalles ist eine "planwidrige Regelungslücke" festgestellt. Dieser Mangel kann

mit der "Feststellung der Qualifikation als Gesellschaft im Aufbau" durch Eintragung

ins Hadelsregister beseitigt werden. Bezüglich des Ausschlussfalles ist das THG ana-

log anzuwenden, wenn eine planwidrige Regelungslücke festgestellt ist; das THG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ie Formenwahlfreiheit der Berechtigte zu gewährleisten

ist und der Antrag derselben vorliegt. Die in dieser Abhandlung vorgeschlagene teleo-

logische Auslegung des THG führt dazu, dass die Gegenstände der gesetzlichen Um-

wandlung durch Feststellung bzw. Gewährung der Qualifikation durch die Eintragung

quasi erweitert werden. Dementsprechend können die Inflexibilität der gesetzlichen

Umwandlung und damit die Hemmniss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Aufgaben des

THG überwunden werden.

Angenommen, wie eingangs erwähnt, dass das sozialistische Wirtschaftssystem Nord-

koreas auf der Grundlage der Koreanischen Einheit zusammen mit Rechtseinheit nach

dem Recht Südkoreas umgewandelt wird, befinden sich die Wirtschaftseinheiten

Nordkoreas in der gleichen Lage wie die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DR.

Unter dem vereinheitlichten Rechtssystem kann das sozialistische Eigentum Nordko-

reas nicht mehr bestehen. Es muss in das Privateigentum überführt werden. Ebenfalls

sind die Wirtschaftseinheiten Nordkoreas in eine der nach dem Recht Südkoreas aner-

kannten Gesellschaftsformen umzuwandeln, damit sie ihre Rechtspersönlichkeit beibe-

halten und ihre Kontinuität sichern können. Von daher ist die gesetzliche Umwandlung

nach dem THG grundsätzlich auf die Überführung der Wirtschaftseinheiten Nordko-

reas übertragbar. Problematisch ist nur, dass das Recht Südkoreas eine Institution wie

die Umwandlung von Körperschaften und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nicht

kennt, wie sie im deutschen Umwandlungsrecht vorgesehen ist. Das Handelsgesetz-

buch Südkoreas sieht ausschließlich die Umwandlung zwischen den gleichartigen Ge-

sellschaften vor. Folglich ist eine Lösung für die Rechtsfragen bezüglich der gesetzli-

chen Umwandlung der Wirtschaftseinheiten Nordkoreas nicht anhand der bestehenden

Institutionen des Handelsgesetzbuches Südkoreas möglich. Notwendigerweise werden

in dieser Abhandlung neben den Vorschriften des Handelsgesetzbuches diejenig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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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sierungsrechts und des Gründungsrechts bzw. des Verwaltungs- und Aufsichts-

rechts der Unternehmen der öffentlichen Hand herangezogen.

Zunächst werden in dieser Abhandlung die Gegenstände der Umwandlung und die

Qualifikation für die Umwandlung unterschieden. Demnach werden die Gegenstände

der Umwandlung mit Rücksicht auf ihren Zweck nach gesetzlich festgeschriebenen

Kriterien bestimmt, die Qualifikation als Gesellschaft im Aufbau kann aber einer ei-

gentlich von der Umwandlung ausgeschlossenen Wirtschaftseinheit nach Bedarf nach-

träglich gewährt werden.

Als nächstes wird es in Bezug auf die Gründungsnachholung deutlich gemacht, dass

die strengen Gründungsvorschriften des Kapitalgesellschaftsrechts auf die Nachholung

der Gründungsmaßnahmen anzuwenden sind, zumal das Handelsgesetzbuch Südkoreas

auf die Vorbeugung gegen die Umgehung der strengen Gründungsvorschriften durch

die Umwandlung großen Wert legt. Als Beispiel zu nennen sind u.a. die Vorschriften

über die Sachgründung bzw. die Verantwortlichkeit der Gründer und der Vorstands-

mitglieder.

Als letztes werden eine vereinfachte Unternehmensspaltung und die auf Antrag basie-

rende bzw. analog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r gesetzlichen Umwandlung, um

die Inflexibilität der gesetzlichen Umwandlung zu überwinden, dargestellt. In diesem

Zusammenhang ist außerdem auf die Notwendigkeit einer Gesetzgebung über fehler-

hafte Umwandlung hingewiesen.

In dieser Abhandlung sind einige Lösungen vorgeschlagen, um die Inflexiblität der

gesetzlichen Umwandlung zu überwinden. Zu beachten ist aber, dass die Flexibilisie-

rungslösung bezüglich des Spaltungsfalles missbraucht werden könnte. Z.B. haben in

Deutschland die alten Führungskräfte die lukrativen Betriebsteile herausgelöst und sich

dort Posten gesichert. Ferner spielt bei der Flexibilisierungslösung die Eintragung der

Gesellschaft im Aufbau ins Handelsregister eine bedeutende Rolle. Aufgrund derer

wird die Qualifikation für die Umwandlung festgestellt bzw. gewährt. Von daher ist ein

taugliches Eintragungssystem erforderlich. Außerdem ist es bezüglich der Formen-

wahlfreiheit der öffentlichen Hand wie z.B. einer Gemeinde notwendig, die Standards

bzw. die Voraussetzungen für kommunale Unternehmen in Privatrechtsform festzuset-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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