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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신주인수권 제도는 신주발행에 있어 의결권 및 현금흐름에 대한 주주

의 지분적 이익을 가장 온전히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소위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상법상 신주인수권 제도가 신주

발행에 있어 주주 보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이러

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은 우리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기타 부당한 신주발행 규제수단,

그리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사 등의 의무론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을

통해 승인하고 나면, 이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없는 이상 그 승인을 철

회하기 곤란한 점, ②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인정 및 실권주 처

리에 있어 이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의 주주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③ 주주배정에서 발행가액 기타

발행조건을 정하는 경우, 이사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그 재량이 존중

될 뿐, 별다른 행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그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로 규정된 ‘발행가액이 고가일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수주주

축출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하는 등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여전히 주주 이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④ 부당

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의 신주발행 무

효이거나 혹은 ⑤ 대표소송을 통한 금전배상/보상만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구비하

기 힘든 경우 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영국의 회사법․상장규정․투자가협회의 가이



드라인, 미국 모범회사법․델라웨어 회사법․NYSE 상장규정, 독일의

주식회사법, 일본의 회사법 및 2009년 개정 상장규정․2011년 개정 금

융상품거래법․2012년 회사법개정요강안 및 이들 국가의 판례에서 해

당 문제점 별 대안을 찾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①에 관련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를 통해 인정하되, 이러한 정관은 5년을 한도로 효력을 갖게 하면, 주

주의 지속적인 감시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국

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신주인수권의 입법례는 ②의 물음에 적

합한 대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양도성이 인정되는 신주인수

권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주주배정이라고 보고, 양도성을 부정하기 위해

서는 신주인수권 배제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상장회사의 주주배정

으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신주인수권 증서(nil-paid rights)의 형태

로 시장에 유통시킨 후 그 차익은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했던 주주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인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상장규정에 정해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또한 ‘신주인수권’ 규정으로부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에 적

절한 조건을 설정할 의무’․‘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할 의

무(형식적 평등)’․‘각 지분 실제 가치에 합당한 조건으로 발행할 의무

(실질적 평등)’ 등 다양한 내용을 도출하거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

인의무’로부터 ‘개별주주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점은　③과 같은 우리 판례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가 주주의 자력부족 상황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배정시 그 발행가액을 고가로 정한 것도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

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수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④ 영국이나 미국은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는 점, ⑤ 미국 법원은 최근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소송요건을 보다 탄



력적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참고할 만하다. 즉, 신주발행은 회사와 주

주에게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고,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유

형으로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손해가 모든 주주에게

균일하게 귀속되는 경우’를,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이 모두 가능한 유형

으로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일부 주주에게 그 손해가 집

중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론을 차용한다면, 우리 상법상

제399조나 제424조의2의 책임 등을 물을 때, 적어도 신주발행과 관련

해서는 직접소송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 신주발행, 주주배정, 신주인수권, 신인의무, 주주평등주의

학 번 : 2009 – 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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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背景

I. 문제의 제기

신주발행은 단순히 주주 보호의 관점뿐만 아니라, 회사법상 경영권 분

쟁이나 조직변경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투자

활성화 및 투자시장 안정 등 다양한 관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논점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이 중 주주 보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신주

발행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살피고 그 대안을 외국 입법례 및 판례로

부터 찾아내고자 한다.

의문의 시작점은, (i)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주주 보호 수단을 취하고 있음에도 소위 에버랜드 사건1)과 같은 법적

분쟁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ii)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정관을 두

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주인수권의 법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iii) 이사의 신인의무 적용이 활성화되면 우리 상법

상 신주인수권 법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지, (iv) 신주발행의

무효가 인정되는 ‘현저한 불공정성’이 발견되지 않은 사례, 즉 그 불공

정성이 현저하지 않은 신주발행에서, 주주는 어떻게 그 권리를 보호 받

을 수 있을지 등이었다.

이 중 (i)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이 주주보호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

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을 하기로 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 주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실권

1)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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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처리에 관한 이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한 주주의 이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이 드러났다. 실권주

가 발생한 경우 그 발행을 철회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배정과 다른 것으로 단순히 경영판단원칙

이라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2012년 자본시장법 개

정안2)에 따르면 이러한 에버랜드 사건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실권주는 그 발행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부 예외 사

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상법상 신주인수권 제도의

허점을 충분히 보완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i)과 (iii)의 질문은 이사 신인의무론과 ‘신주인수권 법리’의 관

계가 어떻게 되는지의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신주발행

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

단을 묻는 (iv)의 질문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판례는

제3자 배정에서와는 달리, 주주배정에서의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주인수권 제도

의 불완전성과 함께, 주주배정에서의 주주보호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를 문제 삼는 일반적인 신인의무론으

로 주주배정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보다 정치해질 것이 필요

하다. 주주배정은 회사에 대한 손해가 문제되기 보다는, 주주간의 부의

부당한 분배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령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일부 소수주주에게는 축출에

가까운 지분희석 문제를 야기하는 신주발행을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의

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9호 (2011.7.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 7.27.) ; 이하 2011년 자본시장법 입
법예고안. 이후 박준,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상사
판례연구 제24 제3권, 2011.9.30., 29-93면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2012년 5월 11일 새로운 입법예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9호)이 2012년 8월 
28일 제19대 국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19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의안번호 1900298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하 2012년 자본시장법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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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은 무효(제429

조), 그리고 그 외의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통한 금

전배상/보상(제424조의2, 제399조)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현저하지 않은 불공정은 방치된다는 문제가,

후자의 경우 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소수주주의 손해는

묵인된다는 문제가 있다.

II. 외국의 입법동향

신주발행에서의 주주 권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래의 관심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 듯하

다. 영국의 경우 2006년 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1980년대에 도입되었던

신주인수권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를 통해 기존 신주인수권 가

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2008년 가이드라인(A Statement of

Principles : Disapplying Pre-emption right)을 새로 정립하였다.

신주인수권을 opt-in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주인수

권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신주발행을 동반하는 각종 회사의 행위들

이 소수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아닌지가 판례에서 끊임

없이 문제되어 왔다. 미국 법원의 신주발행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

존 논의는 주로 경영권 방어의 맥락에서 소개되었는데, 소수주주 보호

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06년에는

NYSE 상장규정에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별도의 것으로 보았

던 과거의 규정(소위 ‘자기주식처분의 예외’)을 폐지하는 변화가 있었다

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은 1955년 이래 신주인수권을 opt-in 형식으로 규정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저한 지분희석을 동반한 제3자배정증자가 문

제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저하는 곧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신주발행에 있어 이사의 권한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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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제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는 제3자 배정 증자를 규율하는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

장규정 개정(이하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과 2011년 신주예약권 무

상배정에 의한 증자, 소위 라이츠오퍼링(ライツ․オファリング)를 규율

하는 내용을 담은 金融商品取引法(이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으로 이어졌다. 또한 2012년 8월에는 法務省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를

중심으로 지배주주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제3자배정을 회사법상으

로 규율하는 要綱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신주발행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소수주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나은 기업운영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

고 할 수 있겠다.

 第 2 節 硏究의 目的과 構成

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기타 부당한 신주발행 규제수단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사 등의 의무론이 신주발행에 관련된 문제를 해

소하는데 적절한지를 살피고,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나

아가 각 장의 소결론에서는 미약하게나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논문의 구성

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하였다.

논의의 선행작업으로서, 제2장은 신주발행이 문제되는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 상법상 신주발행에서의 주주 권익 보호 제도를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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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신주인수권 기타 주주

보호 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법이나 개정 자

본시장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주주의 신주

인수권과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에 있어 주주의 참여권을 중심

으로, 우리 상법상 주주보호가 비교법적으로 볼 때 어디즈음에 위치하

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보다 주주 보호에 충실한 법제로 영

국 회사법 및 상장규정상의 신주인수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핀다. 또

한 2011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주주배정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 법제의 주된 변화와 개정 과정을 살피도록 한다.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에 있어 주주가 주주총회 참여 등

을 통해 그 의사를 표현하는 규정은 미국과 영국에서 두루 발견된다.

또한 일본 역시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개정에 이어, 2012

년 회사법 개정 요강안을 발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제3자 배정에 대

한 주주의 승인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상의 외국 입법례에

대한 상술은 우리 회사법제상 신주인수권 기타 주주보호수단을 강구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신주발행 관련 외국 법원의 판례를 살핌으로

써 우리 법원 및 신주발행 관련 사후적 구제절차가 지향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핀다. 특히 2006년 개정된 영국 회사법은 과거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던 신인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정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신주발행 관련 판례를 살피는 것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성문법상 어느 규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Rossette

판결 등은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대

표소송과 직접소송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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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新株發行 特有의 問題狀況

第 1 節 新株發行 規制의 必要性

I. 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하는 방법은 (i) 회사가 존속하는 한 투자

자에게 그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equity financing)과 (ii) 자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타인자본을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식

의 발행이 전자라면, 사채의 발행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후자에

속한다. 회사의 경영진은 거래비용이나 시장의 효율성, 과세 등을 고려

하여 부채와 지분증권 중 어느 것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타인자본과 달리3),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은 경영진의 재량을 존중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부채가 많아지면 경영자는 투기적 경영

을 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담보를 위한 유형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술집약적 초기사업체들의 경우 유용하다.4)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중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신주발행

(capital increase : equity offering)은 상법 제416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결국에는 지분

증권의 발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의 범

주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배당(bonus

share offerings ; capitalized issues), 회사의 구조변경을 위한 신주발

3) Brian Cheffins & John Armour, The Eclipse of Private Equity, 33 
DEL.J.CORP.L. 1,13 (2008). 

4) Massimo G. Colombo & Luca Grilli, Funding Gaps? Access to Bank Loans 
By High-Tech Start-Ups, 29 SMALL BUS.ECON. 25,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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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separate offers), 주식병합 등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등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주발행을 일부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 논문의

검토 범위에서 제하도록 하겠다.

II. 신주발행 규제의 필요성

1. 신주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신주발행은, (i) 새로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ii) 신주발행이라는 자

금조달 수단을 택할 것인지, (iii)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것인지, (iv) 제3

자 배정이라면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과정은 회사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지 혹은 주주간 부의 분배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i)과 (ii)는 전자의

문제가, (iii)과 (iv)는 후자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다만 회

사 이익의 극대화와 주주간 부의 공평한 분배는 완전히 분리된 문제는

아니어서, 가령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

진 신주발행에서, 주주간 부의 이전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

졌는지가 문제되는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2.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결정의 타당성 판단

신주발행은 기업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자기자본 조달 방식 중 가

장 대표적인 것이다. 단순히 회사의 자본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신주발행이 타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5)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의

증가가 기대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그 타당

5)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의 재론”, 법조 Vol.55 No.12, (2006), 172-17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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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얻게 될 것이다.6) 또한 회사의 경영방침상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거나, 경영권 변동을 제한 혹은 장려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자금조달 결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하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자금조달이 아니라, 애초에 특정 주주의 지분

희석을 야기하기 위한 것을 실질적 목적으로 할 때, 그 타당성 판단이

문제된다. 포이즌필이나 후술할 top-up option 등 일부 주주에 대한 차

별적인 신주발행은7), 각국의 법제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논의와는

별도로8), 경영진이 주주의 선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업인수를 저지

하거나 혹은 촉진하는데 쓰인다면, 이는 곧 회사 지배권 시장의 왜곡을

낳고 이사에 대한 경영 위임과 주주의 감시라는 기업지배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9)

3.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간 부의 이전의 타당성 판단

(1) 신주발행과 주주간 부의 이전

신주발행을 통해 일정량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성을 얻

은 이후에는, 새로운 자금조달로 기대되는 이익을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회사자산과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득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당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6) 吉本　健一、新株発行のメカニズムと規制、中央経済社, 2007, 28면은 이익의 순증가
분, 즉  기대이익증가분 중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업자이득(Unternehmer- 
gewin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기업자이득 혹은 기업가수익은 마르크스
에 의한 개념으로 Marx, 자본론III, 강신준역, 출판사 길, 2010, 491면 참조.

7) Mira Ganor, Supra note 7, 702-704면..
8) 델라웨어 법원의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만 신주발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

니라고 판시하면서 포이즌필이나 top-up option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영
국에서 신주발행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포이즌필은 사실상 허용되
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Paul L. Davies, The Principle of Modern Company Law 
8th Edition, London:Sweet&Maxwell,  2008, 834면, 주28 참조. 

9)  Eilí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Oxford, 2008. 127-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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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떤 것도 외부에게 유출되면 안 된다고 본다면,10) 신주를 인수

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되는 자는 자기 출자액에 대하여 자본비용에

상응하는 이익을 기대하고,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나머지 증가이익은 전

부 증자결정 당시의 기존 주주가 취득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

될 것이다.

만약 신주발행이 주주의 지분비례로 이루어지는 주주배정의 경우, 신

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된 이상, 증자 전후로 주주구성의 동일성은 유지

되고, 새로운 자금조달로 발생한 이득은 신주발행가액과 상관없이 기존

주주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추가출자의 부담을

지울뿐더러, 보다 효율적인 외부의 자금원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경우, 추가출

자로 생기는 기업자 이득을 구주주와 신주주가 나누어 갖게 되고, 그

귀속양태는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

다. 만약 신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출자액에 대한 자본비용에 상응하

는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를 초과

하는 이익 중 일부가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에 따라 신주주에

게 흘러들어가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의 결정은 구주주와 신주주 간의 부의 분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주주간 부의 이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법이 과연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간 부의 이전을 신주인수권 강제를

통해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장기적 관점이 부각되어야 한

10) A.A.Berle, Corporate Devices for Diluting Stock Participations, 31 Columbia 
Law Review, Vol.31, 1931.1257면. ;  ECJ 역시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유지할 권리
는 주주권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Case C-42/95 Simens AG v 
Henry Nold [1996] ECR I-6017, Opinion of Advocate General Tesauro, para 
15. 



- 10 -

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해외투자 기타 투자

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신규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간

부의 부당한 이전을 시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절

차를 지연시켜 회사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한다고 보기도 한

다. 특히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필

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11)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주배정에서 신주를 상대적으로 저가에 발행

하게 된다는 점이 곧 회사의 자본비용이나 총 주주의 부의 크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우선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본

질을 시가발행의 유상증자와 주식배당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면, 주주배

정에서의 높은 할인율이 곧 회사의 비용이 된다는 점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12) 회사의 수익과 자산, 배당률 등은 어떤 비율로 주식배당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주주배정에서의 발행가액 할인율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주배정이 아니었다면, 보다 고가에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해외투자자 기타 투자의욕이 높은 제3자의 투자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기존 주주의 비용을 전가한 결과라

는 반박이 가능하다. 나아가 해외투자자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자가 할

인발행으로 얻은 이익은 통상적으로 그들의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론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해외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언제나 옳

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3)

신주발행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부를 탈취하는 수단, 소수주주의

지분희석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주식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는 투자신뢰도 및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결국 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11) Eilís Ferran, supra note 9, 127면.
12) ABI/NAPF Joint Position Paper on Pre-emption, "Cost of Capital and 

Underwriting", July 1996. para 2.1.
13) ibid.,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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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본시장에서는 신

주발행 등으로 인한 지분희석 문제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다.14)

III. 신주발행의 타당성이 문제되는 실증적 사례들

1. 투자시장의 위축을 가져온 사례

부당한 신주발행의 방치는 때로는 투자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기도 한

다. 신주발행 관련 규제의 중요성은 동유럽 국가의 증권법 운용에 관한

사례연구15)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체코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역시 1998년 ‘빅뱅-체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고 대규모 민영화의 결과 약 1000여개의 기업이 불가리아 증권거

래소(Bulgarian Stock Exchange : BSE)에 상장되었다. 그러나 이로부

터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약 2/3의 기업은 상장폐지되었다. 1999-2001

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장폐지 중 일부는 소수주주에 대한 고지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일부는 주가의 약 25%에 해당하는 대가만을 주고

이루어진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freeze-out)를 통한 것이었다.

1999년 의회에서 통과, 시행되었던 증권거래법(the Law on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 LPOS)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악법이

라고 할 수 없었다. 다만 임의규정이었고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신주인

수권 부여를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주주는 적극적인 권

리행사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었고, 회사는 변칙적

인 주주총회 운영을 통하여 소수주주들의 참여를 배제하곤 했다. 그리

고 소수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처음

14) Vladimir Atanasov, Artyom Durnev, Larry Fauver, Kate Litvak, Preemptive 
Rights and Anti-Dilution Protections around the World, working paper, 
2007. 

15) Vladimir Atanasov, Conrad Ciccotello, Stanley Gyoshev, Learning from 
general principles of company law for transition economics - The Case of 
Bulgaria,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 31 , 2006, p.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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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던 공모가액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당시

증권거래법에는 주식의 공정가액발행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

국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 할 신주발행은,

빅뱅 이후의 불가리아의 법적 환경에서는 단순히 소수주주의 부를 희

석화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새로 선출된 정부는 2002년 6월 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이 개정

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를 주

요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히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을 살핀

다면, 주식 발행에 있어 강제적인 워런트를 추가16)하여 장기 콜옵션처

럼 작동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추가출자 강요 없이도 지분 희석화의

위험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

한 강제적인 워런트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개정이 있었던 2002년 이후 주가의 상승이나 주가수

익비율(Price/Earning ratio) 상승 등은 기업가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

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 비하여 2002년 주식 당 평균 거래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 월별 증권거래소 거래량이 수 배 증가

했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보유한 평균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과거에 비해 소유구조가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탈출시에 적정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경우에 시장은 경직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가리아 증

권시장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경제상

황의 차이에 따라 회사법은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즉 회사가

주주의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의 회사법은 주주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기보다는 회사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17) 또한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16) LPOS, art. 112 (2002)
17) Jonathan R. Macey, Monitoring Corporate Performance - The Role of 

Objectivity, Proximity and Adapta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Cornell 
Law Review, Vol. 89, 2004, 356-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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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 분석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는 상장회사라 할지라도 결국 시장이 발달되어 있

는 국가의 폐쇄회사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가

리아의 경우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는 분석이 가능하다.18)

2. 지분희석을 목적으로 한 신주발행 사례들

신주발행은 본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

우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신주발행의 목적을 자금조달에만 한

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상법도 자금조달에 한정하지 않고, ‘경영상 목

적’이라고 하여 보다 다양한 이유에 기한 신주발행을 허용한다. 신주발

행은 일부 주주의 지분희석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동반하는데, 때로는

지분희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 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서의 신주발행

O’Neal and Thompson(2004)19)은 주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

(privately-held corporations)의 사례를 보여주며, 이들 회사에서는 많

은 경우 개인적인 갈등에 의해 지분희석 문제가 촉발․심화되곤 한다.

또한 폐쇄회사의 투자자들은 지분희석을 야기하는 신주발행에 의해 지

배주주로부터 압력을 받기도 한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는 Doll

vs. James Martin Associates는 지배주주가 50만 주를 주당 $1로 발행

하면서 소수 주주의 부를 주당 $90에서 $1.78로 하락시켰던 사건을 예

로 들 수 있겠다.20)

18) Gainan Avilov et al., Principles of Company Law for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Corporate Law, Vol.24, 1999, 210면.

19) O’Neal, F Hodge, & Robert Thompson,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LLC Members 2nd ed., Thomson-We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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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희석의 문제는 폐쇄회사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Baek, et

al, (2006)의 연구21)는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SK Telecom의 지분희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99년 6월 14일 SK Telecom의 이사회가 시설

투자와 재원조달을 이유로 167만 보통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당시 SK Telecom은 제1대 주주가 21%의 지분을 보

유한 SK 그룹, 제2대 주주가 19%를 보유한 KT, 제3대 주주가 6.6%를

보유한 Tiger Management LLC라는 헷지펀드인 회사였고, 이 사건 신

주발행은 SK Telecom의 기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공모였다.22) 주주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부 논

평은 외국투자지분이 33%에서 49%로 증가하면서, 타이거 펀드가 외국

인투자지분까지 동원한다면 사실상 1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23) SK Telecom의 지배주주였던 SK 그룹이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권된 주식을 취득하여 그들 지분비율을 증가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24) 실제로 제2대주주인 KT가 지출절감 중이

었기에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25) 타이거 펀

드 역시 자금 곤경에 빠져 있음을 이유로 이 공모에 반대했고 공모를

저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26) 우선 1999년 6월 25

일 제 2,3대 주주들과 사전협의가 없는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데다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20) Doll vs. James Martin Associates, 600 F.Supp. 510 (1984)
21) JAE-SEUNG BAEK et al, Business groups and tunneling - evidence from 

pricate securities offerings by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e, 2006, 
2415-2419면.

22) 전경련 보고서, 국내 및 해외의 적대적 M&A 사례와 시사점, 2005. 6. 7-8면.
23) ibid., 3-4면.
24) Jae-Seung Baek et al., supra note 21, 2445-2447면.
25) KT 역시 증자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기사로 한겨레 1999년 6월 16일자. 증자에 참

여할 경우 27만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3천억원 가량의 인수대금이 필요하나 증자투입
자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증자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SK 측에서
는 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4천억원 정도는 KT의 경쟁기업인 하나로통신 지분인수에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달가운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도한다.

26) 비공식적인 움직임도 포착되는데, 타이거 펀드의 고문인 Bob Dole 전 미국 상원의
원이 한국 정부에 SK Telecom의 유상증자를 취소해줄 것을 서면 요청했다고 알려진
다. 전경련 보고서, 국내 및 해외의 적대적 M&A 사례와 시사점,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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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신청하고, 6월

30일 공모를 주도한 이사회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7월 6일 서울지법은 SK Telecom 측의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유상증자계획이 신주발행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바 없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과 더불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27)

이후 제2 대주주인 KT도 결정을 변경하여 신주발행에 참여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 99.65%의 신주가 인수되고, 많은 신주가 타이거 펀드에

의해 인수되었다. 경영권확보 경쟁 종료 후 단기적 주가상승요인이 사

라졌다고 판단한 타이거펀드는 8월 23일 보유지분 9.5%를 전량 매각하

였다. SK Telecom의 주가는 1999년 초 60만원대에서 출발해 6월말

175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9월 29일에는 112만원까지 떨어졌다.28)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타이거 펀드가 6300억원의 시

세차익을 본 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 그룹은 2조원의 자금을 쏟

아 붓고, 6천억원을 투입한 SK 글로벌은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가 났으

며 1조3천억원을 지원한 SK(주)도 SK 텔레콤 주식 저평가와 SK 글로

벌 부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소버린의 적대적 M&A의 표적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일

부 외국인만 이득을 보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29), 다른 관점의 보

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회

사의 자산을 유출할 인센티브를 갖게 됨을 보이는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30) 즉 지배주주들은 종종 주식공모를,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의 가

27) 동아일보 1999년 7월 7일자
28) 한겨레 1999년 9월 30일자는 타이거펀드의 지분 매각을 전후해 외국인 투자자들 사

이에는 부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여기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기관들은 매수에 
나서지 못 하고 개인들은 높은 주가 때문에 접근을 꺼린 결과, 주가는 하락을 거듭하
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증권사들의 투자의견은 '중립'과 '매수' 사이에서 엇갈렸다. 미
국 모건스탠리증권은 적정주가를 130만원으로 제시하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
함에 반하여 국내 증권사는 목표주가를 200만원 전후로 잡았다.

29) 전경련 보고서, 국내 및 해외의 적대적 M&A 사례와 시사점, 2005. 6.
30) Jae-Seung Baek et al., supra note 21, 2446-2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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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소수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킴으로

써 그들의 부를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곤 한다는 점을 보여주

는 사례라는 것이다.31)

(2) 회사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신주발행은 회사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

령 경영진이 신주발행권한을 가짐으로써, 포이즌필이나 백기사를 활용

하여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나, 혹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기업인수하려는 자에게 다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간이

합병의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경영권 이전 절차를 단축하려고 하는 경

우가 그 예이다. 최근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top-up

option을 부여함으로써 간이합병을 시도하는 것의 유효성 및 소수주주

지분희석 가능성에 대해 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top-up option”은 최근 미국 M&A 시장에서 그 쓰임이 도드라지고

있는 스톡옵션으로 특히 주식공개매수를 이용한 2단계합병에서 주로

쓰인다.32) 여기서의 2단계합병은 먼저 기업인수인이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회사 보통주의 과반수 이상을 취득한 후, 그 공개매수가 성공적으

로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서 공개매수시의 가격(the Tender Offer

Price)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받아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시킨 후 합병

을 마무리 짓는 것(back-end merger)으로 이루어진다.33) 2004년에 성

사된 주식공개매수 중 35%가, 그리고 2008년에는 100%가 top-up

31) Vladimir Atanasov et al, supra note 14, 14면.
32) 주식공개매수는 단순합병(straight merger)보다 거래완결속도가 빠르고, 옵션을 통

해 간이합병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된다. 2004-2006년에 성
사된 거래 중 7-10% 정도만이 공개매수를 사용했으나, SEC 위원회가 주식공개매수
를 규율하는 규범을 제정한 2006년 12월 이후 그 사용이 늘어나, 2007년에는 그 두
배인 16%, 2008년에는 성사된 거래의 24% 이상이 주식공개매수를 사용하였다.

33) Edward B. Micheletti & Sarah T. Runnells, The Rise and (Apparent) Fall of 
the Top-Up “Appraisal Dilution” Claim, M&A Law. Vol. 15, 2011, p.9 ; 
DGCL. section 253. Delaware law에서 인수인이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간이합
병을 통해 back-end squeeze out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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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을 포함하여, 공개매수를 함에 있어 Top-up option을 포함시키

는 것이 거의 표준적인 형태로 되었다.34)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필과 달리, Top-up option은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고자 할 때 쓰인다. Top-up option을 행사하기

전에 공개매수된 주식 수에 따라 top-up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보

유지분량(threshold)을 합의하는데,35) 가령, 행사기준을 70%로 합의한

다면, 기업인수인은 70%의 지분을 공개매수할 때까지 top-up option을

행사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행사기준을 낮게 잡을수록, 기업인수인이

간이합병으로 인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그 결과

합병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공

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top-up option”은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회사의 주주들과 기업인

수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36)

Top-up option이 문제된 초기 판례인 2004년 Prima Energy 사건37)

에서 법원은 '이사는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주주의 의결권38)을 무력화

시켰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수인은 251조의

long-form merger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얻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top-up option으로 간이합병형

34) Jim Mallea, Factset Mergers, M&A Year End Review, Jan 
2009.<https://www.mergermetrics.com/pub/rs_20090122.html>

35) 가령, 100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50%의 지
분을 보유하게 된 인수인은 400주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받을 수 있는 Top-up 
option을 행사함으로써, 9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간이합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인수인에게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신주의 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
된 주식수와 목표보유주식수(90%)의 차이에 10을 곱한 만큼이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 
Mira Ganor, supra note 7, 719면. 이렇게 Top-up option을 발동시키는 행사기준
은, Top-up option 설정 당시 인수인이 공개매수한 주식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36) Joanne Olson v. ev3, Inc. C.A. No. 5583-VCL (Del.Ch. Feb 21, 2011). 만약 
‘long-form merger’을 행하게 될 경우,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함
과 더불어 (DGCL 251(b),(c)) 만약 공개회사라면 연방증권법과 SEC의 규제에 따라 
공시의무 등이 부과되게 될 것이고 (15 U.S.C. §78n; 17 C.F.R. §§ 240.14a-1, 20; 
17 C.F.R. § 240.14a-101 ; 17 C.F.R. §239.25) 이는 2-3개월과 수만달러가 소요되
는 과정일 것이라고 한다.

37) NECA-IBEW v. Prima Energy Corp., C.A. No. 522-VCL (Del.Ch.Jue 30, 2004)
38) DGCL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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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거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소수주주의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top-up option'

은 합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보았다.

3년 뒤 Gateway 사건39)에서 원고는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대신 소위 '반대매수청구권의 희석(appraisal dilution)'을 우

려한 주주들이 불가피하게 공개매수에 응하게 되는, 의사결정과정상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소위 'appraisal

dilution theory'라고 하는데, 공개매수 이후 스톡옵션의 실행으로 발행

되는 대량의 주식들은(the top-up shares)은, 반대주주가 생각하는 '공

정한 가격'(fair value)보다 저가에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주

주는 당장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그들의 지분이 희석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top-up option'은, 기업인수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반대매수청구권이라는 선택지를 회피하게끔

하고, 거래와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는 결과, 즉

매도압력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처

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위의 논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최근 델라웨어 법원은 ev3사건40)에서 ‘반대매수청구권 희석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2010년 6월 7일 당시 ev3가 발행가능한 주식

수는, 수권주식으로 3억주에서, 기발행주식으로 1억1479만2961주와 전

환사채 등으로 발행예정인 주식 등을 포함하여 828만5028주를 제외한

나머지인 1억7692만2,011주였고, 그 범위 내에서 ‘top-up option’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top-up option은 ev3를 인수

하고자 하는 자인 Covidien(COV)가 Top-up option 행사할 수 있는 보

유지분량인 75%에 해당하는 약 8610만주를 취득하면, COV가 ev3의

39) In re Gateway, Inc. S’holders Litg., C.A. No. 3219-VCN (Del.Ch.Sep.14, 
2007)

40) Joanne Olson v. ev3, Inc. C.A. No. 5583-VCL (Del. Ch. Feb 21, 2011); 이 외
에도 ‘top-up option’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에게 입증책임
(credible evidence)을 부과한 판례로는 Cogent, Inc. S’holders Litig., C.A. 
No.578-VCP, 2010 (Del Ch. Oct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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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끔, COV에게 추가로 약 1억7218만주를 추

가로 발행해줌으로써, COV가 9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었다. 실제로 COV는 주당 $22.50의 발행가액, 총 3억8천불을 지급하

여 추가적인 주식(the top-up share)을 취득함으로써 90%의 지분을 소

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2010년 6월 18일 원고인 Olson은 발

행가액 기타 발행절차 관련 회사법령위반 및 ‘반대매수청구권 희석 이

론’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델라웨어 법원(memorandum opinion)은 소수주주

지분희석 가능성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보였다. 먼저 소수주주가 이후

예상되는 간이합병 절차로 인하여, 공개매수 당시 매도압력을 느끼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이합병에서의 반대매수청

구권은 합병 효력 발생 후 60일 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41), 반대

주주는 오히려 주식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야 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다만 ‘top-up option’의 실행으로 발행하게 된 대규모의 신주,

사안의 경우 기발행주식의 1.5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식은, DGCL

s.262(h)의 간이합병절차 상의 반대매수청구권의 공정가액 산정함에 있

어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요소’42)에 해당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반대

매수청구권 희석이론의 취지를 일부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공개매수가 종료한 2010년 6월 12일, Cov는 약 87.68%의 주식을 취득

했으며, Top-up option의 실행으로 26,675,587주를 추가로 발행받아 간

이합병을 통해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었다.

41) DGCL s.262.
42) DGCL 262(h)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는 반대매수청구권을 규율하는 모든 규칙

과 형평법원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중 형평법원이 공정가
액(the fair value of shares)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법원은 모든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형평법원은 합병 및 합병 등의 기대로 인한 모든 가치적 요소 
및 공정가액을 결정하데 기여한 모든 이익은 배제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은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을 통해 발생한 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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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top-up option의 실행으로 추가적으로 발행된 신주를 반대매

수청구권 관련 고려요소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공정성을 달성하려

고 했는데, 이렇게 고려요소에서 배제시키는 유사한 경우로는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43)

이상의 논의는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과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

(freeze-out)가 결합되면 보다 손쉽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결과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불가리아 주식시장에 관한 분석과는 사

뭇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신주발

행에 있어서 공정가액 발행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소수주주 강제매수

에서의 매수가액 산정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신주발행에 있어서 적정한 발행가액이 담보되지 않

을 경우의 지분희석 및 소수주주 축출문제는, 소수주주강제매수 제도나

간이합병 등 회사법의 다른 제도와 결합하여 그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벤쳐기업 투자약정의 지분희석 방지조항의 역이용

벤쳐기업(venture-backed start-up companies)의 창립자가 벤쳐투자

가와의 투자약정에 의해 지분이 희석되고 때로는 회사에서부터 축출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44) 벤처 투자가들이 투자 대상 회사와 계

약을 할 때 지분희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벤쳐

투자가를 위한 지분희석 방지 조항은 회사의 가치가 다음 투자 단계에

서 하락할 경우 역으로 회사 창립자의 지분을 희석화하는 수단으로 전

용이 되기도 한다. Atanasov, Ivanov, and Litvak(2006)은 회사 창립자

가 자신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었음을 이유로 한 법정 소송들에 대

해 다루고 있다.45) 이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소위 Alantec case라고

43) Joanne Olson v. ev3, Inc. C.A. No. 5583-VCL (Del. Ch. Feb 21, 2011), 18면.
44) Leavitt, Jeffrey, Burned Angels : The Coming Wave of Minority Shareholder 

Oppression Claims in Venture Capital Start-up Companies,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6, Issue. 2, 2005, 223-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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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사건으로46) 원고 측은, 거듭된 투자협상으로 초기 설립자의 지

분이 8%에서 0.007%로 하락한 직후, 우선주 보유자인 피고인 벤쳐캐

피탈이 사기 및 신인의무 위반의 행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설립자의 지분하락 이후 회사는 곧 기업공개를 거쳐 $770million에 매

각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40million의 손실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시장가액 이하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지분희석방지조항을

발동시키고, 신주를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발행하여 주주의 승인을

얻고, 결과적으로 투자협상에서 원고의 참여를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VC는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으며, 다른 재정적

수단은 불가능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이후 VC는 패소를 예감하고 원고

에게 $15million를 지급하는 화해절차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다. 본 사건

에서 법원은 거듭된 투자협상으로 추가적인 지분희석이 된 주주는 이

사의 신인의무 준수 및 주주이익 보호 실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았다.

IV. 신주발행에서의 주주 권익 보호 시 고려해야 할 점

신주발행에서의 주주의 권익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경영

진이 주주 다수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혹은 (ii) 경영진

이나 다수주주가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킴

으로써 침해되곤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주주의 권익 침해로 그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가 잘 작동되지 않거나 투자시장이 위축되는 등 기

업운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을 통한 이사의 경영권

45) Vladimir Atanasov Vladimir, I. Ivanov & Kate Litvak, VCs and the 
Expropriation of Entrepreneurs, working paper, 2006.

46) Kalashian v. Advent VI Limited Partnership., No. CV-739278, 1996 
WL33399950, Cal. App. Dep't Super.Ct.Oct.4, 1996;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Leavitt, Jeffrey, Burned Angels - The Coming Wave of Minority Shareholder 
Oppression Claims in Venture Capital Start-up Companies,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005. 6, 246-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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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혹은 경영권 양도는 주주 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그 타당성을 얻

을 수 있다.47) 다만 기업경영의 기동성이나 기업의 규모, 지배구조의

분산정도, 기업공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동의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다. 또한 주주의 지분적 이익이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아닌 이상, 신

주인수권의 배제 역시 일부 허용되어야겠지만, 신주인수권의 배제는 곧

주주구성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에서와 같이 주주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사 운용 방향 설정의 기준이 되는 다수결원칙은, 경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가령 의결정족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등, 다수결원칙을 형식적으로 준수한다

고 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대립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

은 소수주주의 보호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47) Eilís Ferran, supra note 9,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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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商法 및 資本市場法上 新株發行 規制

I. 현행법상 자기자본 자금조달 규제

1. 현행법상 신주발행 관련 규제

(1) 신주발행권한의 귀속

우리 상법은 수권주식주의를 채택하여48)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49) 이사회가 신주발행의 세부사항을 정

하여 발행할 권한을 가지는50) 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주발행은 주주

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위하여 이사회에 신주발행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51)

2011년 개정 상법은 완전한 수권주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권주식의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던 것에서52) 그

한도가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된 것에 이어53) 2011년 개정을 통해 이

를 삭제하였다.54)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

가 3명 미만인 경우55)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의 세부사항을 정할 권

한을 가진다.

48) 송옥렬, 상법강의, 제2판, 홍문사 (2012), 720면.
49) 상법 제289조.
50) 상법 제416조.
51) 송옥렬, “신주의 저가발행에서 이사의 임무위배”, 민사판례연구 33上, 박영사, 

(2011), 737면.
52)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상법. 상법 제289조 제2항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3) 상법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제289조 제2항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4) 송옥렬, supra note 48, 720면.
55) 상법 제3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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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발행의 유형과 신주인수권

1) 신주발행의 유형

상법 제418조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배정을 원칙적 형태로 하며, 다만 동조 제2항 단서에서

경영상 목적을 정한 정관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

고 있다. 제3자 배정의 특수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소정의 절차에 따

라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공모증자라고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발행가액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받게 되는데,

가령 제3자 배정의 경우 10% 이내의 할인율 내에서, 공모의 경우 30%

의 할인율 내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한다.56) 이는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의 판단과는 무관하나,57) 주주배정에서의 발행가액에 대해서

는 이러한 행정적 규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경

우, 주주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배제요건

신주발행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상

법은 신주인수권 부여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는 정관의 정함을 요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상법 제418조에 정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률, 정관 등에 의하여 제

한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는 (i) 전환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ii)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의 20% 범

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58), (iii)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

5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57) 송옥렬, “삼성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성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

36호, (2009. 7.), 20면.
58)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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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경우59) 등에 있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될 수 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

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자배정’과 자본시

장법상 정관에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공모증자’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공모증자에 대해 제3자 배정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가 유추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거 다수의 견해

였는데, 다수의 견해와는 달리60) 하급심 판례는 상법 제41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61) 이후 자본시장법

은 명시적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일반

공모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을 정하는 정관 규정에 ‘경영상 목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62)63)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일반공모증자에 대한 하급

심판례 역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

유가 없다고 하여 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64) 일

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346호, 2013. 1. 1. 시행] 제55조 [회
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252조 [권리의 변경] 

60) 김현태, 윤용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BFL 23호 07년 
05월, 77면은 다음 문언을 인용하고 있다.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800면 ; 정중명,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제3자에 대한 신
주발행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사법연구자료 제25집 1999, 법원도서관, 433-434면 ; 
김응진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2-43면 ; 홍용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증권발행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51-53면 등.

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12.12. 2003카합369.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제165조의6 (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63) 2012년 12월 현재 표준정관은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

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

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19. 2009카합2887. “이 사건 신주발행에 상법 제418조 제

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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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는 일반공모증자라고 하여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

한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65)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부당한 신주발행은 회사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주

주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한다. 우리 상법은

(i) 신주발행 자체를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제424조 ‘신주발행 유지청구

권’과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의 위법함을

금전배상을 통해 시정하는 (ii) 상법 제424조의2 통모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무효의 원인은 ‘현저한 불공정’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다.66)

따라서 ‘지분증권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라거나 그 발행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

라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발행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 한다.67)

68)다만 발행유지청구의 원인을 발행무효의 소의 원인보다 넓게 파악한

다.69)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5) 박준,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상사판례연구 제24 

제3권, 2011.9.30, 57면; 송옥렬, supra note 48, 996면.
66) 대법원 2004. 6. 25.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개개

의 공격방법으로서의 구체적인 무효원인에 게재된 여러 위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
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의 발행을 무
효로 할 수 있다. 그 무효원인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
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다. ; 무효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는 노혁준,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
구 통권 제60호, 법무부, 2012년 10월, 34-69면.

6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
6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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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4조의2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 공정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지급의

무를 진다.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니며, 대표

소송의 형식을 통해 물을 수 있다.70)

이 외에도 (iii) 이사 책임을 묻는 상법 제399조나 제401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401조에 대해서 판례는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

와 같은’ 주주의 간접손해는 동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

에71),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가 모두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주주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대표소송 형식으로 묻는 방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72) 주주의 간접

손해를 상법 제401조의 전보대상에서 배제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부당

한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가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임무해태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손해의 지분적 귀속분과는 별도의 다른 손해가

있을 것이 요구될 것이다.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와의 구별이 용이

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상법 제401조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쉽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법 제399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상법 제398조를 위

반한 자기거래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상법은 이사뿐 아니라 주요

69) 노혁준,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0호, 법무
부, 2012년 10월, 34-69면.

70) 상법 제424조의2 제2항, 제403조. 회사가 통모인수인이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1) 이와 달리 우리 상법 제401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
(구 상법 제266조의3)에 대해, 일본 판례는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적
용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김동민,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 법학논총 제21호 2009. 2. 27-53면. 

72) 상법 제399조, 제403조. 우리 상법이 주주의 간접손해는 회사의 손해를 묻는 방식으
로 제399조를 통해 구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주석 상법 III, 45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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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역시 자기거래 규율 대상자로 추가함에 따라, 주요주주 및 그 특

수관계인에 대한 신주발행 역시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2/3의 사전승

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73) 제398조에 해당할 경

우,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따라 입

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손해전보가

보다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법 제399조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 소송형식으로 대표소송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iv) 신의칙 위반이나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

으나, 하급심 판례는 신주발행이 ‘신속한 증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 신주발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기존 주주들의 비례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74) 신의칙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일반론적 의미에서 부정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부당한 신주발행을 업무상배임죄 기타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

도 가능하다. 주주가 저가발행 기타 부당한 신주발행에 따른 손해를 회

복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혹은 대표소송을 경

유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당한 신주발행을 형법으로 규

율하게 되는 것75)은 이미 상법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되기도 한다.76) 다만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77)

73) 송옥렬, supra note 48, 1015-1016면.
7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4. 5. 2010나9148 [손해배상(기)] 등.
75) 곽수현, “신주의 저가발행에 관한 논의”,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 2010, 194면; 대법원 2001. 9.28. 선고 2001도3191;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3도5309판결. 

76)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사실상 부존재로 인하여 형사책임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
면이 있다는 지적으로는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 업무
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한 응답”,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176면; 보충성 원
칙의 ‘적극적’ 의미에 따르면 실효적 사법적 통제가 달성하지 못하는 행위규범의 구
축과 유지 필요성이 남아 있을 경우에 형법의 투입은 정당하다는 견해로 이상돈, “전
환사채의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배임성”,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통
권 제90호), 2012, 24면. 

77) 이철송, supra note 5, 115면; 성민섭,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
임, 숙명여대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439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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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에버랜드 사건에서 나타난 신주발행제도의 기타 특성

(1) 주주배정에 있어서 실권주 처리 방식

주주배정방식을 취하는 경우 실권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실

권주의 처리에 대해서 상법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교과서는 ‘이사회

의 재량’에 맡긴다고 설명할 뿐이었으나78) 이번 판결로 인하여 그 구

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었다.79)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실권주는 주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

문에 이사회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봄에 반하여, 소수의견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실

권주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이사의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

여 실권주 처분 조건을 재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 차이점 및 그 구별기준

에버랜드 사건의 주류적 의견은 (1인의 별개의견 제외)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액 기타 발행조건 설정과 관련된 이사의 임무위배 판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추상적 기준이 적용될 뿐이라고 한 것에 반

하여, 제3자 배정은 발행가액의 공정성 등 보다 엄정한 기준을 요구하

였다. 또한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상법 제424조의2 통모인수인의 책임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

다.

이상의 대법원의 주류적 태도에 따르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

78)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6판, 박영사, 2009, 718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946면;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9, 792면; 송옥렬, supra note 
57(2009), 19면

79)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최문희, “경영자의 배임죄와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저스티
스 통권 제112호, 48-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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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구별기준으로 다수의견 및

별개의견은 신주인수권의 부여라는 형식적 기준을, 반대의견은 주주배

정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실권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제3자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절충적 태도를 취했다.80) 다수의견의 경우 사안해결의

구체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대의견의 경우 결론의 구

체적 타당성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의무기준 A와 B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는 그 사안이 A에 어울리는 사안인지 B에 어울리는 사안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순환논증이 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II. 2012년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주인수권 제도

1. 개정 배경

2009년은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은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

즈음하여 2011년 7월 27일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의 내실화

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입법예고안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 거의 유사

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012년 12월 현재 제19대 국

회에 계류 중이다.81)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신주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익소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

던 제165조의 3을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로

수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

80) 이상돈,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배임성,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 제90호), 2012, 16면에 따르면 소수의견을 ‘실질적 기준’을 취하고 있다
고 표현한다. 

8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9호 (2011.7.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 7.27.) ; 이하 2011년 자본시장법 입
법예고안. 이후 송옥렬, supra note 51, 29-93면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
여 2012년 5월 11일 새로운 입법예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9호)이 2012년 8
월 28일 제19대 국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19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
여(의안번호 1900298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하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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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본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

문에, 2009년 판례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적 지위에 있는) 비상장법인

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82)

2. 주권상장법인의 실권주 처리 방식의 규정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65조의3 제2항은 신주 발행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그 발행을 철회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개정 이

유서는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

를 거치도록 하여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83).

이에 따라 주주배정은 (i) 실권주 발생시 그 발행을 철회하거나; 혹은

그 발행을 철회할 필요가 없는 유형으로, (ii) 주주배정의 발행가액이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 (iii) 발행가액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주

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을 강제하

는 경우, (iv) 독립적 지위84)에 있는 인수인이 잔액인수 방식으로 실권

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85) 외에도 (v) 주주배정과정에서 발

82) 2009년 판결로 인하여 그룹의 소유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비상장으로 만들어 
둘 인센티브는 더 높아졌다는 평석으로는 송옥렬, supra note 57(2009), 17면.

83) 다만, 그 예외사유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65조의3 제3항은 ① 신주발행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인 경우. (만약 신주발행가액이 그 
산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 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
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
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③ 주주배정과정에서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가 실권주
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것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 ④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
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84) 2012년 개정안은 2011년 입법예고안과 달리, 인수인이 될 투자매매업자가 중립적 
위치일 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85) 박준, supra note 65, 64면은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인수인과 잔액
인수 방식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32 -

행인인 회사와의 특약으로 일정 주주가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한

경우로 나뉘게 되었다.

이 중 (v)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던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3자배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비판86)이 있었는데, 그

비판은 2012년 입법예고안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이다.

3. 일반 공모 및 제3자 배정에 있어서의 공고방식 완화

2011년 개정 상법은 제4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자 배정의 경우 회

사는 (i)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ii)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

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iii) 신주의 인수방법, (iv)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

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

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의

제3자 배정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사전 공시의

무를 부과하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특정한 제3자 배정, 혹

은 공모발행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

항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 중 특정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대해서

도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87)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

지만 특정 제3자배정의 경우 공시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공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제3자배정 혹

은 공모발행에 대해 자본증가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그 내용을 기

재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박준, supra note 65, 64-65면.
87) 박준, supra note 6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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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우리 新株發行 規制의 問題點

I. 서 언

신주발행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불

구하고 기업경영의 기동성을 위하여 그 결정권한을 이사에게 수권하고

정관변경이라는 형식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대신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보호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2009년 대법

원 판례의 주류적 태도나 다수의 학설88)이 주주배정시 발행가액의 자

유로운 설정이 가능하며 심사기준으로 경영판단원칙만이 적용될 것이

라 보는 것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상법상의 태도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II.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에서 주주참여의 사실상 배제

신주인수권의 배제 수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은 정관 변경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정관변경절차는 사실상 이사회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89)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배제 수권은 사실상 그 회수가 불가

능한 영구적인 수권이 되기가 쉽다. 이는 주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

를 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 중 하나인 ‘이익배당’의 경우와 비교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배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익배당의 경우, 2011년 개정상법

이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감안하여 일정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가

88) 이철송, supra note 78, 697면 ; 정찬형,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점, 고려법학 제43호 2004.11. 고려대 법학연구원, 262면. 

89) 상법 제362조, 상법 제366조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는 이사 혹은 발행
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
회등록법인의 경우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소수주주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상법 제5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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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승인시마다

주주가 그 타당성을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90)

또한 정관변경을 위한 다수결결의에 대하여 내용상의 한계로서 상법

은 ‘경영상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상장회사 표준정관 주석은 신주인

수권을 배제하는 한도를 정할 경우 그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내

외로 한정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91) 그러나 ‘경영상 목적’은 넓게 해석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주인수권 제도는 사실상 ‘opt-out’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92) 이에 따라 법원의 사후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할 필

90) 상법 제462조, 제449조, 제449조의2.
91)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표준정관 [2012. 1.16. 개정] 제10조(신주인
수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
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표준정관에 대하여 "본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3자배정방식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단순히 개인, 투자자, 법인 등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본항에서
와 같이 한도, 목적 및 대상을 특정하여야 함. 또한 위와 같이 정관에 대상과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 및 일반공모는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2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라고 설명한다.

92) 同旨; 이동승,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와 정당화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1997, 403-407면.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이 
신주인수권 법리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상 미국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실
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을 기초로 
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11년 4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723개사를 조사한 
결과(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정관기재유형)에 따르면, 97.5%에 해당하는 705개사가 
신주의 제3자배정에 관한 근거규정, 95.4%에 해당하는 690개사가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에 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주의 제3자배정규정과 관련하여, (i) 주
주우선공모(245개사, 34.8%), (ii) 일반공모증자(668개사, 94.8%), (iii) 주식예탁증서(DR) 
발행(616개사, 87.4%), (iv)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금융기관 등 연고자배정)(66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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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커진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경우의 신주발행주식수를

20% 내외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그치며, 주주우선공

모 및 일반공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고사항마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진 않는다.

이렇듯 우리 상법은 규정상으로는 ‘정관의 정함’을 통해 주주가 신주

인수권 배제 결정에 일정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주주의 참여가 극히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주주의

통제권한 제한이 그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법원의 사후적인 통제 등으

로 신주발행 관련 의사결정과정을 규율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다.

III. 불공정한 주주배정발행 규제의 법적 공백

1. 불공정한 주주배정발행이 야기하는 문제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신

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주주 개인의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

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증자안이 성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주배정 관련 규정은, '추가출자를 하

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행

사 여부에 대한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주주가 추가출자를 결정했을 때 이에 합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와 관련해서 주주배정에서 발행가액을 규제해야 할 필

요성이, 후자와 관련해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강제한다든가 실권주

처리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3.8%)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 2011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 정관기재유형조사 (2011) 
   <http://www.klca.or.kr/Klca_main.asp?MenuIndex=E&Sub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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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한 주주배정발행 규제의 법적 공백의 예

-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1) 주주배정에 있어서 발행가액 규제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을 저가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된

다. 특히 주주배정을 하면서 그 발행가액을 저가로 설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이사회의 재량에 따르게 하는 것은 곧 제3자배

정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에버랜드 판례에서 문제된

바와 같다. 따라서 2012년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실권주 발

생시 그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배정이라

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이 일정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주배정

에서의 저가발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배정에서는 고가발행 역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 의욕

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제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발행가액

을 지나치게 고가로 설정함으로써 실권주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발행조건의 설정은 곧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하기로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배정에 있어서의 발행가액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

구하고, 우리 판례는 주주배정에 있어서 공정한 발행가액을 설정할 의

무는 없으며 발행조건의 설정은 단순히 경영판단사항이라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가발행의 경우 실권

주가 발생하더라도 그 발행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율을 낮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가발행을 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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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권주 처리방식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위의 소수주

식강제매수 상황이나 에버랜드전환사채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의

도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듯 일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절대 행

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만 있다면 신주발행 가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나머지 주주가 취하게 되는 이득은 더욱 커진다. 신주인수권의 불행사

가능성은 곧 주주배정 역시 지분희석방지를 위한 또 다른 규제책을 필

요로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2012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안은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그 발행을 철회하거나,

혹은 그 발행가액이 저가인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을 강제하고 그

유통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전환사채 사건 등을 생각해 보면, 실권주 발생시 그

발행을 철회하거나, 발행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주주배정의 발행가액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지분희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다. 다만 희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뿐인데, 그 양적 차이 역

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과세 등을 통해 간접적 제재가 실효성을 가

지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다른 주주의 지분 혹은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의 간접적 지분을 희석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해결

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제하거나 혹은 그 양도를 하게 함으로

써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신

주인수권의 양도성을 강제하는 것은 일부주주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그 주주의 축출을 목적으로 주주배정을 실시하는 등의 행위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증권화하

는 등 그 양도성을 강제하더라도, 소수주식강제매수상황 등과 같이 불

행사가 의도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실제로 유통되어 주주가 지분적

이익을 회수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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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원의 부당한 신주발행 통제의 한계

1. 신주발행 관련 이사 의무의 평면적 구성

에버랜드 사건에서의 법원의 주류적 의견에 따르면, 주주배정의 경우,

'이사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발행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

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사의 행

위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지적한 대로 우리 상법상 주주배정 규정이 다소 미비함에도 불구하

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책무를 제

3자배정의 경우에 비하여 경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이사의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경감된다는 것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됨으로써 주주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한정된 구제수단의 문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가, 효력이 발생

한 이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가능하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에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가 인정되어 회사

및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신주발행을 무효로 함으로써 이해당

사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손해전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안전이라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

주의 이익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의

형태로 회사 및 주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상법 제

399조와 제401조, 제424조의2 등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 그 책임을 인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이들 규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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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반한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

익이 상충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회사의 손해와 소액 주주의 손해를 구별하기

곤란하며, 나아가 적정 주가와의 차이 및 지배적 이익 상실에 대한 평

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3. 소송형식의 문제

우리 상법상 이사의 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만을 문제 삼는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와 이사의 대리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주주를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합체로 파

악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 등의 책임을 규정하

고 있는 상법 제399조나 제424조의2 등이 대표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주발행을 둘러싼 문제상황은 (i) 자본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자금

조달을 감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ii)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소위 주주간의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통설 및 판례가

인정하는 이사의 의무는 전자의 것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만, 후자의

것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설령, '회사=주주 전체'라는 점을 유념하

여,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일부 주주의 이익 보

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론93)을 차용하더라도, (ii)는 여전히 문

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부 주주의 지분희석을 가

져오기는 했으나,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신주발행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소송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극소수주주의 손해가

문제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93) 송옥렬, supra note 51 (2011), 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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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V. 앞으로의 논의 방향

이후 제3장부터는,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련된 외국 입법례 및 외

국 법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신주발

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참여 여지가 상당히 제

한되어 있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도가 주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

고 평가하였는데, 과연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그 보호 정도가 부족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 법제가

신주발행에서의 주주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주주의 신주인

수권이 주주의 지분적 이익 보호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으로 어떠한 것을 두고 있는지를 영국과 미국,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한편 아직 우리 판례의 이사 의무론은 제3자 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주배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않은 바, 외국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주발행 관련 소송의 소송 형식

및 구제수단도 함께 살피도록 한다. 외국 법원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시를 통해 그 배후의 일반 법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

는 것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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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新株引受權 其他 新株發行 規制

 第 1 節   序   說

제3장에서 살펴 볼 신주발행 관련 법적 규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 관

련법 뿐만 아니라, 상장규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 투자자협회 기타 민

간단체에 의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살펴 보는 것으로 한다.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

이 있다. 우리 상법 및 영국의 법제가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 법

은 영국의 법제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편 최근 일본에서는 주주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품취인법의 개정

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신주인수권 규제에 관련된 제2절에서 함께 살

펴보도록 하겠다.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 역시 주주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영국과 미국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일본 역시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영

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3자 배정에 관해서 주주의 승인을 얻을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 요강안이 발표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는 제3

절에서 하도록 한다.

주주 승인권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은 사실 여러 모로 얽혀 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제2절에서 설명할 신주인수권 배제를 위한 주주총

회 결의 역시 일종의 주주 승인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4절에서는 이상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우리 나라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관련 법제 제반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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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新株發行 規制手段으로서 新株引受權 法理

제1관 신주인수권 법리의 의의와 형성

I. 의의 및 특성

1. 의의

주주의 신주인수권([美] pre-emptive right94) ; [英] pre-emption

right; [獨] Bezugsrecht ; [佛] droit préférentiel de souscription ; [日]

株主に株式の割当て受ける権利, 先買權)이라 함은 본래 “모든 주주는

회사의 주식총수(capital stock)이 증가하는 모든 경우에 자신의 지주수

에 비례하여 주식을 청약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95) 영국

회사법에서는 양도가능성이 인정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pre-emption right”이라고 하여 회사법의 적용을 받고, 주주가 권리

불행사시 바로 실권되는 형태의 신주인수권을 “clawback”이라고 함에

주의를 요한다.

우리 상법은 주주권의 한 내용으로서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

리를 의미하는 ‘pre-emptive right’과, 주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주

94) Andreas Cahn & David C. Donald, Comparative Company Law – Text and 
Cases on the Laws Governing Corporations in Germany, the UK and the 
USA, UK:Cambridge, 2010. 200면.

95)  Alexander Hamilton Frey,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Yale Law 
Journal 1929 3월, 563-583면. 38YLJ563.
“[E]very share holder has a right to subscribe proportionately to any increase 

in the capital stock of his corporation.”
   Ballantine, Corporations (1927) $135; Cook, Corporations (8th ed. 1923) $ 

286 ; Fletcher, Corporations (1916) $3462 ; Morawets, Corporations (2d ed. 
1886) ss. 455 ; Machen, Corporations (1908) ss. 608 ; Thompson, 
Corporations (3d ed. 1927) ss. 3668 ; 이상 Alexander Hamilton Frey,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Yale Law Journal 1929 3월,  38YLJ563 
각주 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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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수할 채권적 권리 모두를 ‘신주인수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

만 강학상 전자는 ‘추상적 신주인수권’, 후자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라

고 칭한다. 이 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근거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

문96)에 구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주주권의 한 내용으로서 추상적 신

주인수권을 논하되 양도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

우를 ‘신주인수권’이라는 이름하에 살피도록 한다.

2. 신주인수권 제도의 특성

신주인수권 법리라는 것은 사실 ‘주주는 의결권에 있어서, 그리고 회

사의 순 자산과 순 이득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가진다’라는 제1명제를

보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권리이다.97)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회

사에 대한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 발행에 있어서 우선적 인수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한, 주주의 의결권 및 경제적 지분에 대

한 비례적 권리를 가장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발행의

지분희석을 방지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ECJ는

주주가 지분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98)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 당시의 주주의 부를 보존한다는 긍정

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금 한계 상황에 있는 주주에게

주주배정증자란, 추가출자 혹은 지분희석 중에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신주발행에 대한 자본비용도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96) 송옥렬, supra note 48, 1002면. 더불어 일본의 경우 추상적 신주인수권을 신주인
수권이라고 하고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신주예약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97) “[A] right to have offered to him a proportion of additional shares about 
to be created is that he may thereby be enabled to maintain ‘his 
proportionate interest in the voting control of the corporation, and his 
interest in its net assets and net earnings.”; Alexander Hamilton Frey, 

98) Siemens AG/Nold [1996] E.C.R. I-6017, opinion of September 19, 1996, 
par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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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거래 및 정보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회사 측에도 몇 가지 비용을 발생시킨다. 먼저 i) 기존 주주에게 신주

를 인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묻는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주

의 발행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ii) 또한 영향력 있는 의결권

을 가진 주식 群을 발행할 경영진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과거에 비

해 기업의 규모가 크고 보다 다수의 자에게 그 지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창출할 필요성이 소수 주주의 의결권 희석 가능성을 규제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해 졌기 때문이다.99) 또한 신주발행시의 발행가액이 낮을수

록 회사가 목표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주

식을 발행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의 배당률이나 기타 회계적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0) 자발적으로 추가출

자를 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비해 주주배정에서의 발행

가액이 더 낮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I. 신주인수권 법리의 탄생과 발전101)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로마시대의 ‘우선매수권’을 의미하던 ‘pre-emptive

right’(preëmptive right)에서 기원한다. 신주인수권의 원형으로서의

‘preemptive right’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의 특정한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기원전 922년부터 인정된 개념이라고 한다. 즉 소작

농이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이웃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

한을 가졌던 것이다.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의 자본 증가의 경

99) Reinier Kraakman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Oxford, 2009, 
100) Eilís Ferran, Legal Capital Rules and Modern Securities Marktets – Case 

for Reform, in Capital Markets and Company Law, 133면, OXFORD, 2003, 
133면.

101) 이하의 내용은 Bestian Bahnemann, Right Issue Related Discouts in France, 
Germany,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 various empirical 
approaches, Fachhochschule für die Wirtschaft, Hannover 학위논문, 2008. 
30-33면 참고. 미국의 신주인수권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Alexander Hamilton 
Frey,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Yale Law Journal 1929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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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규율하는 현대적 의미의 신주인수권은 1807년 미국의 Gray 사건

에서 나타난다.

1807년 이전 미국에서는 자본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것이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807년 Gra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를 발행한 Portland Bank에 대하여 그 이사가 ‘bad faith’에 기하여 행

동하였고 주주에게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

였다. ‘Pre-emptive right rule’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생겨날 당시에

는 단일종류의 주식만이 존재하였다.

미국에서의 신주인수권은 1880년에만 해도 주주가 직접 회사 본점에

방문하여 행사하고 신주를 인수해 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 후 우편에

의해 배송되는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가능하게 되었다. 1910년에는 warrant 형식으로 화체되어 증권거

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102)

처음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곳은 1897년

독일이다. 그 뒤 1937년 독일은 3/4의 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신주인수

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규정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미국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다수의 소송이 있은 후, 1900년에 이르러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에 있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고 불공정한

회사 운영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행해지기

시작했다. 가령 델라웨어는 1927년 회사법 section 10에서 주주에게 신

주인수권을 부여하였고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식의 다양성 등을 이

유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논리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단일

102) Vladimir Atanasov et al., supra note 14, 19면, 이와 같은 미국 신주인수권 형
태의 변화에 대해 ① 양도 불능의 신주인수권 ② 양도 가능의 신주인수권 ③ 공개 시
장에서 양도 가능한 신주인수권 ④ 증권형태의 신주인수권이라는 4단계로 나누어 설
명하면서 미국 신주인수권의 역사를 설명한 Smith Clifford, Alternate Methods 
for Raising Capital : Rights versus Underwritten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77. 5, 273-307면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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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을 가지고 있던 과거에 비해, 회사는 그 의도와 재정적 필요에

있어 다양한 주식 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103) 비례성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신주인수권

법리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비율

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할지의 문제

가 생긴 것이다. 이는 결국 1920년대 후반의 신주인수권 법리의 유용

성에 대한 논쟁으로 심화되었고 이는 이후 회사설립에 있어 주간 경쟁

과 맞물려104) 미국에서의 신주인수권 법리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1935년 8월 제정된 특별법(special decree)은 공개회사의

주주들에게 그들 지주 비율로 신주를 인수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신주인수권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프랑스 상법 186조(the French Code de

Commerce; No. 66-537, July 1966)의 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1950년 대의 주주

배정 증자는 편법적 배당의 방법으로 인기를 얻었다. 신주를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함으로써 거의 100%에 가까운 take-up-ratios을 달성하고

는 했다. 그리고 회사는 1주 당 배당율은 유지함으로써 배당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 기타 회사 외부에서 볼 때에는

배당 증가가 드러나지 않게 하곤 하였던 것이다.

1950년 대에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많은 법역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채

용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신주인수권 법리는 European Community

Law, 특히 1976년 회사법 제2지침105)에 기반한다. 회사법 제2지침은

주주와 제3자 보호의 최저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106) 회사법 제2

103) 의결권 유무, 액면주식인지 여부 등 ; Alexander Hamilton Frey,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Yale Law Journal 1929 3월, 568면.

104) Paul Myners, UK DTI, Pre-emption Right : Final Report, Feb 2005, 13-15
면.

105) the Second Company Law Directive of 1976.
106) E.Werlauff, Common European Company Law :Status 1998 (2). The 

Background to Harmonization, Disclosure, Capital, etc.,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Vol. 9, 1998, 212-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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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현금대가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주

주에게 우선적으로 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2지침 제29

조는 이사회의 보고서 발행과 특별정족수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엄격

한 공식절차에 의해서만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구

체적인 절차는 제40조에서 구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EU 통합법에

따라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신주인수권을 받아 들였다. 1980년 이전

의 영국에서는 정관으로 신주인수권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

였는데, 1980년의 때늦은 신주인수권의 도입은 영국에서는 조합

(partnership)형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반적이었던 기업환경에 기인

한다.

미국에서 회사설립유치를 위한 주간 경쟁이 'race to bottom'이라는 규제 완

화 움직임을 가져오고 미국의 많은 주가 신주인수권 법리를 폐기하게 되었다

는 점은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

여 1976년 회사법 지침은 신주인수권 제도를 유럽 법제에서 간직해야 할 법리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신주인수권 법리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107) 가령

2004년 12월 14일 EC는 신주인수권의 법리를 폐기하고자 하였던 스페인 회사

법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배제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한다며 그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108) 물론 국내 회사법이 제2지침에 저촉되면, ECJ가 지침 위

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조차, 국내의 다른 개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

지한다. 다만 ECJ가 이 태도를 유지하면, 국내법원은 국내에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능한 제2지침의 목적과 문구의 견지에서 추구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취해야만 한다. ECJ의 이러한 요구는 거의 직접적 효과를 가진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09)

107) Second Council Directive article 29. 주주총회의 매 5년마다의 결정을 통하여 
신주인수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주주총회의 결의는 articl 
40에 따라 출석의결권수의 2/3 혹은 재적과반수 출석․출석과반수찬성을 요구한다. 이
는 기업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달성되기 힘든 조건이라는 설명으
로는 Luca Enriques, EC Company Law Directives and Regulations : How 
Trivial Are They?,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7, 2006, 10-20면.

108) Directive 2003/71/EC
109) Luca Enriques, supra note 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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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신주인수권 법리의 비교법적 분석

I. 서설 – 신주인수권 제도의 다양성

1. 개 관

신주인수권 제도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신주인수권 제도는 (i) 임의

규정인지 여부(opt-in/out), (ii) 신주인수권 면제규정(waiver rules),

(iii) 실권주의 처리 방식, (iv) 양도가능성, (v) 신주인수대가 지급방식

및 (vi) 신주인수권 규정 위반의 효과 등 각각의 요소를 인정하는 것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2. 신주인수권 제도의 비교 기준

(1) 신주인수권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 opt-in/out

먼저 (i) 신주인수권을 opt-in/out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opt-in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opt-out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로 영국, 독일 등 유럽권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통상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국가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opt-out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2) 신주인수권 배제(waiver) 가능 여부 및 그 방식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많은 법제는 신주발행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규정(waiver rules)을 두고 있기도 하다. 손해 입은 자의 동의를 구함

으로써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신주인

수권 배제 규정은 주주총회 성립에 있어 모든 주주의 참석을 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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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참석 주주의 의견만을 고려할 것인지, 이해관계 없는 주

주들의 투표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신주 발행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보통 주주총회에 의한 신주인수권 면제 규정은 주주총회에 의한 신주

발행 승인 규정과 많이 닮아 있다.110) 가령 20% 이상의 신주발행은 주

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20% 이상의 신주발행에서 신주인

수권을 부정하려면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20% 미만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이사회의 재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같다.

(3)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성

신주인수권은 이전 가능한지(transferable – 승계취득의 가부) 이전가

능하다면 이를 위한 공개시장이 존재하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

나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주주의 나태 기타 다양한 사유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권을 부

여한다고 지분희석화가 100% 방지된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111) 실제로 미국의 회사를 대상으로 한 1970년대 조사에 따르

면, 50%의 주주만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40%는 이를 매각하였으며

10%의 주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112) 따라서 양도가

능한 신주인수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지분희석이 100%

방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실권주

처리방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신주인수권 제도가 지분희석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110) Spamann, “On the Insignificance and/or Endogeneity of La Porta et al.‘s 
’Anti-Director Rights Index’ under Consistent Coding”, ECGI-Law Working 
Paper No. 67/2006

111)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129면. 
112) Smith Clifford, Alternate Methods for Raising Capital : Rights versus 

Underwritten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5, issue 3,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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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권주의 처리방식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unsubscribed shares; 영국에서는 종종

‘dump’라고도 표현한다.)을 구매할 수 있는 주식 공모에 참여할 추가적

인 인수특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법제는 보통 이를 임의규정

으로 둔다.

또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한 자동

규정이 있다면 신주인수권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가령

미국에서 일부 폐쇄회사의 주식 공모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매각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적립되도록 하

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주주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신주인수대가 지급방식

신주인수의 대가로 전액지급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조건부

증가를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현금 출자가 아닌 경우 지

배주주가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결제일이나, 현물 자

산의 평가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생각될 수 있다. 유럽 제2지

침의 경우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선택에 맡긴다.113)

한편 발행가액 규제에 관한 것을 참고로 살펴 보면, 영국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배정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제3자 배정의 경우 10%의 할

인율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주배정을 제3자배정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가액에 대해 따로 규제하지 않는

다. 다만 일본은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를 가리지 않고, 신주를

현저히 저가에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

113) EC 회사법 제2지침 제29조. 상장회사의 현금대가 신주발행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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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신주인수권 위반의 효과

이상이 (Atanasov et el,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규칙의

규정 종류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신주인수권 위반의 효과에

따라 신주인수권 규정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제에 따라 신주발행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혹은 신주발행을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방

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신주발행이 본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기에

반대매수청구권을 법정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신주발행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주

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이고, 이는 곧 많은 경우의 주주 손해는 용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3. 우리 상법상 신주인수권 제도의 모습

신주인수권 부여의 법리는 주주의 지분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

적과 보다 신속한 경영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유럽회사법 제2지침 등 대륙법이나 우리 상법처럼 신

주인수권 부여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거나 1950년대 미국이나 2001년

일본상법 개정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 법리를 일정 정도 포기하고 이

사회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상법은 (i) 규정상으로는 opt-out 형식으로 (ii) 신주인수권 배제

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iii) 실권주 처리에 대해 따로 규정이 없으며 (iv)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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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제하는 조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v) 신주를 인수할 경

우 주주는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vi) 신주인수권 법리 위반시 주

로 신주발행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구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인용되기 곤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은 주주배정의 경우, 제3자 배정

과 달리 신주발행가액 등 발행결정에 있어 이사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주주배정이라는 이유로 이사의 판단

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주주배정의 경우 주주의 권익 보호가 보

다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상법상 신주인

수권 제도가 주주의 권익 보호에 불충분한 측면에 있는지, 그리고 이는

신주인수권이라는 제도에 내재된 불가피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게 된다.

II. 영국의 신주인수권 제도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및 연혁

신주인수권 제도가 법정된 1980년대 이전의 영국 회사법은 신주발행

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규제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의 증가에 있어서 주주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이하 ‘수권자본 통제’)114),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ies)가 주요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

러, 유럽 회사법 제2지침의 영향으로 신주발행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

즉 신주인수권 규정115)과 주식의 실제 배정에 대한 주주의 수권요구 2

114) Companies Act 1985 s.121 ; Companies Act 2006 s. 
115) Companies Act 1985 ss.14, 17  ; Companies Act 2006 ss.551, 569. 그러나, 

1980년 회사법에 신주인수권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있었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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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추가적으로 도입된다. 영국의 신주인수권 제도 도입은 주요 기

관투자자들이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관투

자자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 소유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도, 신주인수권을 강제하는

법규 혹은 판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 규정을 포함한 회

사 정관이 일반적이었으며, 상장규정(Stock Exchange Listing Rules)

역시 신주인수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116)

1990년대에 이르러 영국 equity market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지배가

두드러짐에 따라,117)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If you cannot sell, you must care'이라는

말118)처럼, 지분을 매각함으로서 회사경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보다는,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기관투자자들에게 있어

서, 주식에 부착되어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

제가 되었다. 특히 기관투자가, 상장회사, 은행, 런던증권거래소, 투자은

행(merchant bank) 등으로 조직된 Pre-emption Group은 1987년

Pre-emption Guideline을 공표하였는데, 영국 회사법에 규정된 신주인

수권의 배제는 가이드라인의 존재로 인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기존의 수권자본 제도와 더불어, 1985년 영국 회사법은 회사법 제2지

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에의 신주발행권한

명으로는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hc), FBA, Sealy’s Cases and 
Materials in Company Law, Oxford, 2010. 464면. 

116) John Birds et al, Annotated Companies Legislation, UK:Oxford, 2010, 698
면.

117) Fin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January 1998) 
(Hampel Committee Report) para. 5.1. 60%는 영국 기관투자자, 20%는 개인투자
자, 그리고 20% 정도가 해외투자자였는데, 해외투자자들은 거의 기관투자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 Shareholder Communications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Consultative Document) (April 1996) para.1.7. 역시 1996년 1월 상위 300개 대
기업의 1/3에서 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상위 20개의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한다. ;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주57 재인용.

118) Sir Adrian Cadbury, Board Focus : The Governance Debate (London : 
Egorv Zehnder International 1997) 은 도이치뱅크 설립자인 Georg Siemens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주58 재인용.



- 54 -

위임, 신주인수권 제도 도입을 통하여 총 3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자본

증가절차(share capital)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2006년 회사법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다만 2006년 회사법 개정에 앞서, 신주인수권 제도가 기업, 특히

bio-tech 등 소규모기술집약적 사업들의 자금운용의 기동성을 저해하

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주인

수권 제도는 단지 투자자 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국회사법에 있어

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다.119) 다만 일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배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에 따라,

Pre-emption Group이 새로이 구성되었고 2006년 5월 새로운 신주인수

권 가이드라인(Pre-emption Guideline, 이하 ‘2006년 가이드라인’)이 발

표되었다. 신주인수권 배제규정(opt out)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일정

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배제가 용이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6년의 가이드라인은 2008년 A Statement of

Principles(Disapplying Pre-emption right : A Statement of Principles,

이하 ‘2008년 가이드라인’)로 이어져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Pre-emption Group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주인수권 배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2) 영국 회사법제상 신주인수권 제도의 특징

영국의 회사법제상 신주인수권은 (i) opt-out 형식으로 규정되어 (ii)

신주인수권 배제를 위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

다. (iii)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은 강제되어 실권주 발생의 확률은 낮고,

상장회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특이한 점은 영국 회사법상 신주인

119) J.Franks & C.Mayer, CompanyLaw Review, Governance as a Source of 
Managerial Discipline, Company Law Review, Committee E on Corporate 
Governance (2000) <http://www.dti.gov.uk/cld/franks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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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이란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일컫고, 그 양도성을 부정하기 위

해서는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필요

로 한다는 점이다. 한편, (iv) 양도성이 인정되는 신주인수권의 경우

(rights issue),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의 그 처리에 대해서 회사법은 따

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장규정(FSA Listing Rules:이하

UKLR 혹은 상장규정)에는 실권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이 존재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open offer)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실권주는 실효한 것으로 본다. 또한 (v) 수권규

정을 위반한 신주발행은 무효이지만, 신주인수권 규정 위반은 손해배상

의 근거가 될 뿐이다.

2. 영국 신주인수권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

1)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의 특징

영국 회사법상 신주인수권(pre-emption right)은 양도성이 강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도성을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 우리 상법상의 신주인수권과 그 의미가 다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국 회사법상 주주배정을 할 때에는 실권증서(renounceable

letter of allotment)를 발행해야 한다.120) 이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이다. 그리고 이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121) 만약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120) Companies Act 2006, s.561.
121) Companies Act 2006, s.562(5). 회사법 제2지침 제29조는 14일 이상일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영국회사법도 과거 21일로 규정하던 것을, 14일로 개정한 회사법이,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The Companies (Share Capital and 
Acquisition by Company of its Own Shares) Regulations 2009 (S.I. 
2009/2022). 이와 같은 기간 단축으로, main market에서 ‘rights issue’의 형태로 
조성된 자금이 2008년 당시  £27.6billion 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0.7bill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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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거나 혹은 신주인수권 자체를 배제하는 등, 영국 회사법상 신주

인수권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회사법상의 신주인수권 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영국 회사법상 신주인수권은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을 현금대가

로 발행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분증권은 통상 보통주(혹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나 보통주를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된다. 자기주

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로는 exception, exclusion 그리고 disapplication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신주인수권 규정 적용이 없는 경우 (exception)

회사법 564조 이하에 규정된 사유(exception)로는 현물출자나 특별배

당주(bonus share), 고용인 주식계획 하에서의 신주발행이 있다.122) 현

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규정의 제한은 지분희석방지규정의 심각한

결함을 가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국회사법은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경우 독립사정평가서를 요구한다.123)

증가하였다는 보고로는, FSA, Report to HM Treasur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Rights Issue Review Group, (April 2010), 
paragraph 1.2, 1.4. <http://www.fsa.gov.uk/pubs/ukla/hmt_rirg.pdf>

122) Companies Act. ss. 564-566
123) 경제적지분희석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적회사(private company)나 

합병이나 기업인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회사들은 다소 엄격하게 
규제된다. 상장회사가 기존 주식 시장가치의 25% 혹은 그 이상과 동등한 정도의 대
가(consideration – 현금여부를 불문)에 대한 신주발행이라면, 이는 Class 1 거래로
서 사전적인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UKLR 9.5. 



- 57 -

② 신주인수권의 배제 (Waiver) - exclusion과 disapplication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waiver)로 ‘exclusion’과 ‘disapplication’을

규정한다. 전자(exclusion)는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567조 이하가,

후자(disapplication)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으로 569조 이하가

규율한다. 후자(disapplication: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의 경우, 전자와

달리, 이사는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인정할지 혹은 회사법과 다른

형태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

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이하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권’)

을 갖게 되는 데 그 특징이 있다.124) 또한, 후자(disapplication)는 수종

의 주식을 발행한 사적회사(private compan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정관에 의한 배제(exclusion)에 대해 살펴보면, 신주인수권 부여

및 행사절차에 관한 561․562조와 달리 규정한 것 역시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것으로 본다.125) 공개회사(사적회사가 아닌 경우)에서

‘exclusion’ 규정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려면, 정관으로 어떤 종류

의 보통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지를 정해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은 회사가 여러 종류의 보통주를 발행했던 경우를 대처하기 위

한 것이다.126) 정관상 절차에의 불응은 신주인수권 부여 기타 법령상

절차의 불응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127)

한편, ‘disapplication’은 흔히 정관 또는 주총특별결의에 의해 인정된

다고 설명되는데, ‘이사에게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권’이 구체적으로 어

떠한 절차(570조 혹은 571조)를 통해 인정될 것인지는, 애초에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4) Paul L. Davies, supra note 8, 839면.
125) Companies Act 2006. s.567(3)
126) s.568 만약 다른 종류의 주식이 보통주가 아니고 우선주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에 의한 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7) ss. 568(4), (5)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절

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비용 기타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여기서도 똑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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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권자본주의를 폐기한 1985년 개정 이후, 영국은 주주가 5년

단위로 신주발행권한을 이사에게 수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리고 이 때 수권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 수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신주발행권한을 인정하는 특정사안수권으로 나뉘고128), 일반적 수

권(general authorisation)인지 특정사안수권인지에 따라 ‘disapplication’

조항을 통해 인정된 이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달라진다. 여기서 ‘일반적 수권(general authorisation)’이

란, 동법 551조에 따라 이사에게 특정 사안(a particular issue)에 한정

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신주발행권한이 인정되는 경우(특정사안수

권), 이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권은 오로지 571조 상의 주총 특별결

의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이 때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하게 되는

데, 소집을 할 때 신주인수권 배제 제안을 하는 이유 및 지분증권 발행

으로 조달되고자 하는 자금량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서면의 소집사유서 등’)129) 이사가 악의 혹은 과실(knowingly or

recklessly)로 잘못된 정보(misleading, false or deceptive in a material

particular)를 포함시켰다면 징역 혹은 벌금의 형사책임(guilty of an

offence)을 져야 한다.130)

128) Companies Act 2006, 551(1)(2)(8) Authorisation may be given for a 
particular exercise of the power or for its exercise generally, and may be 
unconditional or subject to conditions.: 밑줄은 필자. 일반적 수권이든, 특정사안
수권이든, 정관의 정함 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
다. 

129) Companies Act 2006 s.571(5)-(7) 이와 더불어, 상장회사의 경우 우선매수권의 
일반적 부적용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발행할 수 있는 지분증권의 최대한도 
및 보통주주 자본 대비 비율을 명시한 circular을 제시하여야 한다. UKLR 13.8.2. 
일반적 부적용에 대한 특별한 공시규정을 없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발행을 
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수권통제만이 있을 뿐이다. 

130) Companies Act 2006 s.573(a)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a fine (or both).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는 
1년 이내의 징역 혹은 일정 한도 내의 벌금, 스코틀랜드나 북부아일랜드는 6개월 이
내의 징역 혹은 일정 한도 내의 벌금을 선택적 혹은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들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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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에 대한 일반적 수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위 571조 상의 절차

(서면소집과 주총특별결의)를 통해서 재량권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570

조(정관 또는 주총특별결의)에 의해서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 570

조는 이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권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에 의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신주인수권 배제 제안 등에 대해 서면으

로 설명할 의무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131)

이사의 신주발행 일반적 수권 혹은 특정사안수권이 회수될 때, 신주인

수권 인정 여부에 관한 이사의 재량권 역시도 회수되게 될 것이다. 다

만 전자의 수권이 갱신된다고 해서 후자의 재량권 역시 반드시 갱신되

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별도의 갱신절차를 필요로

한다.132)

③ 신주인수권 규정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 – 자기주식의 처분

기타 신주인수권 적용이 문제되는 것은, ‘자기주식 처분’이 있다. 소규

모자금조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영국 회사법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 규정을 적용

하되,133) 다만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의 재량을 조금 더 인정하는 태

도를 취하고 있다.134)

우선 이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써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지 가능한 신주발행과는 달리,135)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에서 이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재량을 인정하는 것(disapplication)도 573조에 의해 별도로 규정

된다. 이때의 신주인수권 배제 절차는 570조와 같이 다소 완화된 형태

131) Companies Act 2006, s.570.
132) Companies Act 2006, ss.570(3). 571(4)
133) Companies Act 2006, s.560(2)(b)
134)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0-841면.
135) Companies Act 2006,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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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게 된다.

3)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 위반의 효과

신주인수권(s.561) 및 신주인수권 부여를 위한 절차 규정(s.562), 신주

인수권 배제규정(s.568 – exclusion)의 위반이 있으면, 회사 및 경영진

은 손실, 손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 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136)

신주발행절차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데, 이는 제3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137) 주식발행 후 2년이 지난 뒤부터는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한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여 이사에게 신주인수권 인정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

는 경우(disapplication 중 s.571),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등에 있어서

서면의 소집사유서 등 송부를 악의 또는 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는 형사

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136) Companies Act 2006, s.562. 
137) 이에 대해 예외적인 사건으로 Thundercrest Ltd, Re, [1995] 1 B.C.L.C. 117를 

소개하곤 한다.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1면. 이 사건은 3명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소규모회사의 이사가 당시 회사법(Companies Act 1985) 90조의 신주인수
권 규정을 위반하여 적절한 고지(proper notice) 없이 신주를 배정한 것이 문제된 사
건에서, 법원은 그 등기를 변경한 바 있다. 본래 법원은 신주를 잘못 배정받은 자
(wrongly allotted)의 사원등록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Companies Act 2006, s.125 “Power of court to rectify register”). 본 사안
에서 법원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이 사건 이사가 법령상 신주인수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 자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이사의 사원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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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SA Listing Rules138)의 신주인수권 규정

1) 상장규정상 신주발행유형

상장규정이 인정하고 있는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신주

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Rights Issue’139), ‘Open offer’140), 그리고 현

물출자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Vendor consideration

placing141)’ 및 공모에 해당하는 ‘offer for subscription’이 있다.142) 이

중 ‘Rights issue’를 제외하고는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10%로 제한되

고143)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

의를 얻거나144) 혹은 회사법 561조의 신주인수권을 배제(disapply)하는

사전적 일반수권이 있어야 한다145)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Rights issue’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추가

출자를 원치 않는 주주는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그들

의 권리를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

138) FSA Listing Rules, 이하 상장규정(UKLR) 본 논문은 2012년 8월 배부된 것
(Release 128, August 2012)을 기준으로 하였다. 

139) UKLR 9.5.1. 이하.
140) UKLR 9.5.7. 이하.
141) UKLR 9.5.9.
142) “영국의 주식 발행은 ① "Right Issue"(株主割当発行) ② "Open Offer"(株主優先募

集発行), ③ "Placing"(第三者割当発行), ④ "Public Offer 또는 Offer for 
Subscription" (公募)으로 나뉜다. 이 중 ③의 Placing 현금 대가의 Cash Placing과 
현금 이외의 대가의 Vender Placing (Vender Consideration Placing라고도 함)으
로 나뉜다.”는 설명으로는, 二 上 季代司, 新株発行の割当規制におけるの上場規則の
役割,.秋山義則敎授追悼号 第374号, 2008, 7월, 141면

143) UKLR 9.5.10(1) “…the price must not be at a discount of more than 10% 
to the middle market price of those shares at the time of announcing the 
terms of the offer for an open offer or offer for subscription of equity 
shares or at the time of agreeing the placing for a placing or vendor 
consideration placing.”

144) UKLR 9.5.10(3)(a) “…that discount have been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issuer’s shareholders”. 

145) UKLR 9.5.10(3)(b) “it is an issue of shares for cash or the sale of 
treasury shares for cash under a pre-existing general authority to disapply 
section 561 of the Companies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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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ssue’는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한 과정으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

으로 회사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최소 14일 이상이어야 한다.146) 그러

나 신주인수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사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회사

법상 절차(disapplication)를 거친 이후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일보다 단축되어서는 아니 된다.147) 기존 주주는

인수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더 이상의 우선적인 인수권을 가지지

않으며,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누구에게나 발행될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그 권

한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신주발행을 ‘open offer’라고 한다.

‘open offer’는 통상적으로 ‘clawback’이라는 권리를 발행하는데, 이는

양도성이 없는 신주인수권(non-renounceable)이지만, 사전에 미리 협약

된 가격에 발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148) ‘open offer’는 ‘rights

issue’에 비해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들

은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는 형태인 ‘rights issue’를 선호한다

고 한다.149)

기관투자자는 통상 그 보유지분 혹은 신주인수권을 매각함으로써 주

주로서의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기관투자자들에게

있어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인정 여부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

146) Companies Act 2006, s.562(3)(4)(5).
147) UKLR s.9.5.6. 이러한 설명으로는  OFT market study, Equity underwriting 
and associated services, Office of Fair Trading, Jan 2011, paragraph. 4.5. 
   <http://www.oft.gov.uk/shared_oft/market-studies/OFT1303.pdf>
148) clawback은 비록 회사법이나 상장규정에는 그 표현이 없으나, 이후 설명할 

pre-emption group의 신주인수권 관련 지침서(Disapplying Pre-emption Rights 
a Statement of Principle)에 정의되어 있다. 二 上 季代司, supra note 142, 141
면은, ‘clawback’이란 open offer에서 나누어 주는 신주인수권을 말하며, 바로 실권
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불행사로 인한 지분희석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
러나 http://ld.practicallaw.com/3-107-5917에 따르면, open offer에서 ‘통상
적’(usually)으로 쓰이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clawback이 곧 open 
offer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149) Paul L. Davies, supra note 8, 836-8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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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관투자자들은 open offer를 위한 신주인수권 배제 결의에 찬성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기관투자자와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이해상충

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기관투자자가 open offer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신

주발행을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주주 집단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150)

2) 상장규정상 신주인수권과 주주배정에서의 실권주 처리

영국 상장규정(FSA Listing Rules)은 현금대가의 추가적인 지분증권

(equity securities) 발행 혹은 현금대가의 자기주식(equity shares) 처

분에 대하여,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적인 태도로 한다.151) 상장회사의 경

우 주주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 영국 상장규정은 실권주 처

리(주주 및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제3자의 권리 불행사)에

있어서 회사법보다 더욱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rights issue’에서 주주가 행사하지 않은 신주인수권 증권(소위

‘rump’)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해당 주

주에게 행사후수익이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그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해야 한다(소위 ‘rump placing’)고 규정한 UKLR 9.5.3이 그것이

다..152) 통상적으로 회사는 ‘nil paid’ rights153)를 판매함으로써 이 규정

150)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140-150면.
151) UKLR 9.3.11.
152) 다만 그 현금수익이 £5.00 이하일 때에는 (not exceed 5.00) 회사에게 유보될 수 
있다. 아래 조문에서 밑줄은 필자.
   UKLR 9.5.4. If existing shareholders do not take up their rights to 

subscribe ina rights issue:
   (1) the listed company must ensure that the equity securiti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are offered for subscription or purchase on terms that any 
premium obtained over the subscription or purchase price (net of 
expenses) is to be or the account of the holders, except that if the 
proceeds for an existing holder do not exceed 5.00, the proceeds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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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곤 한다.154) 즉, 지분증권을 ‘nil paid rights’의 형태로 발행하

여 해당 주주의 대체결제시스템(CREST)의 계좌에 지급하고, 각 주주

는 CREST에서 그들의 nil paid rights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을 증명하는 Provisional allotment letter (PAL)을 받게 된다.155) 이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

우에는 추가적 절차 없이 ‘fully paid rights’로 전환되고, 만약 주주가

어떠한 사유에서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태하였다면 이는 ‘nil paid

rights’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게 된다. 실권주를 ‘nil paid rights’의

형태로 시장에서 매매되도록 하는 것은, 곧 권리행사에 게으른 주주의

지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는 결과를 가능케 한다.

한편 ‘open offer’라 하더라도, 특약이 있다면(open offer with a

compensatory element: 이하 ‘보상형 open offer’, 소위 ‘OCC’), 위

UKLR 9.5.3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발행인(해당 상장회사)가 실권시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규정은, 특약이 있다면 ‘open

offer’에도 적용될 수 있다156) 이러한 특약의 존재는 ‘rights issue’와

‘open offer’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된다. open offer의 경우, 그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nil paid rights'를 상정할 수

는 없지만, 소위 ‘rump placing’과 같은 불행사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

는 과정에서 얻어진 프리미엄을 주주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지분적 이

ratained for the company’s benefit;and
   (2) the equity securities may be allotted or sold to underwriters, if on the 

expiry of the subscription period no premium (net of expenses) has been 
obtained. 

153) 반대말로 ‘fully paid’ rights. John Birds et al, supra 116, 700면에 따르면, 
‘nil paid rights’이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할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 which entitle the purchaser 
to subscribe for shares in the same manner as the existing holders who 
have declined to take up their rights”) 

154) John Birds et al, supra note 116, 700면.
155)  Euroclear, Crest-Rights Issues, paragraph 3. (Dec 2012 방문)
<https://www.euroclear.com/site/publishedFile/cover_tcm87-119747.pdf&action=

dload> 
156) UKLR 9.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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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보전해 주는 점에서는 같다.157) 2009년 5월에 실시된 Lloyds

bank의 신주발행은 이러한 ‘보상적 open offer’와 ‘공모(placing)’를 혼

합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상형 open offer’는 일반적인 open

offer에, rights issue에서와 같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더

라도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부착한 것이었다.158) 일반적인 ‘open offer’의 경우, 상장규정에

의해 발행가액의 제한을 받지만(할인율 10%), 정기주주총회에서의 특

별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159), 보상형 open offer를 하면서

발행가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따로 얻어야 할 것이다.160)

3) 상장규정상 신주인수권 부여 원칙과 그 예외

상장회사161) 역시 회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162) 따라서 회사

법상 신주인수권과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open offer’

역시, 신주인수권 배제(waiver)를 위한 회사법상의 요건들을 충족시켜

야 한다.163) 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 배제 역시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 상장규정 역시 신주인수권이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 먼저 회사법

570조․571조에 따라 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157) OFT market study, Equity underwriting and associated services, Office of 
Fair Trading, Jan 2011, paragraph. 4.7.

158) Placing and Compensatory Open Offer (Dec 2012 방문) 
 <http://www.lloydsbankinggroup.com/home/open_offer/open_offer.asp> 
159) UKLR s.9.5.10(3)(a)
160) OTR, supra note 157, paragraph. 4.7.
161) 다만 ‘open-ended investment company’는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

사에서 제외된다. UKLR 9.3.12(5).
162) Commentation 17.561.06
163) 二 上 季代司, supra note 142, 142,145면은 ‘rights issue’와 ‘open offer’는 모

두 회사법상의 ‘disapplication’ 결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Eilís 
Ferran, supra note 9, 144면에 따르면 ‘open offer’는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renounceable basis)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배제절차
(disapplication)가 따로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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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경우(disapplication)를 들고 있다.164) 다만 이때 이사의 재량권

행사는 민간단체인 Pre-emption group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신주인수권 배제사유165)로는 (i) 단주발

행(fractional entitlement)166)과 (ii) ‘영국 외의 법․규제 상의 이유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necessary

or expedient)를 들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규정167)은 특히 미국에 거

주하는 주주를 가진 회사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한다.168) 미

국의 주주에게 주식 인수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법 규정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규정한 회사법 s.561에 따라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최대

한 실질적으로 유지’(as nearly as practicable equal)하는 것이어야 한

다.169)

(3) 상장회사에 대한 Pre-emption Group의 가이드라인

1) 입법주체 및 규율대상

1876년에 구성된 기관투자자단체는 영국 회사법의 구체적 운용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국회사법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이다.170) 민

간단체인 ‘Pre-emption Group’ 역시, ‘Disapplying Pre-emption Rights

164) UKLR 9.3.12(1)(4)
165) UKLR 9.3.12(2)(a).
166) UKLR 9.5.12(b), 9.5.13.
167) UKLR 9.3.12(2)(b)
168)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2면.
169) John Birds et al, supra note 116, 700면.
170) Paul Myners, supra note 104, 14면. 흔히 독일이 은행 등 기관 투자자를 중심

으로 기업이 금융을 조달하고 미국과 영국이 시장으로부터 금융을 조달한다는 이분법
을 떠올려 본다면, 영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 많은 주식회사에 큰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회사법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설명한다. ;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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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ement of Principles, July 2008’(이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상

장회사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

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데, 가이드라인 스스로 ‘rule’이 아님을 명시

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는 찾아보

기 힘들다고 한다.171) 기관투자자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가이드라인은 법령상의 신주인수권 제도를 “강력한” 임의규정으로

작용하게 하고, 임의규정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통제는 실효적

으로 작동하게 된다.172) 최근, 기존 가이드라인이 ‘enforcement’,

‘breaches’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명령적 성격을 지니는 점을 시정하여

현재 2008년 가이드라인은 '권고' 문구에 가깝게 개정되었다.173)

가이드라인은 런던증권거래소의 공식 상장기업의 현금출자 신주발행

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IM에 등재된 기업의 경우에도 투

자자가 더 큰 유연성이 합당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은 발행인인 회사와 주주간의 대화를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장회사에서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있어(issuing non pre-emptively), 이를 일상적

인 경우(‘Routine Requests’: 이하 ‘일상적 제3자배정’)와 비일상적인 경

우(‘Non Routine Requests’ : 이하 ‘비일상적 제3자배정’)으로 나누어,

주주의 이해를 얻는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open offer에 대해서는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open offer’의 신주인수권

171) Paul Myners, supra note 104, 34면은 런던증권거래소가 Techmark 시장에 상
장되어 있는 233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업운영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rule로써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172)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3면.
173) 1987년 당시 증권거래소 산하에 있던 pre-emption group에 의해 작성된 

‘Pre-emption Guideline’은, 보다 저렴한 equity financing을 추구하는 투자은행 등
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이는 정부가 Paul Myners에게 신주인수권 존치 여부에 관
한 일련의 보고서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Paul Myners의 제안에 따
라 명령적 요소를 완화시킨 2006년 Guideline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는 그 이름을 ‘State of Principles’로 바꾼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설명으
로, Paul L. Davies, supra note 8, 8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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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도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등의 기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리곤 한다. ABI는 'open offer'에 대해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발행자본의 15%, 혹은 할인율이

7.5%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주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adequate

provision)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를 줄 수 있다.(may

give a concern)174)

2) ‘비일상적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일상적인 제3자배정’은, (i) 제3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이 연간 보통

주식발행액의 5% 이상일 경우(자기주의 재발행의 경우에도 같다)에는

비일상적 제3자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모와 기존 주주에 대

한 ‘clawback’ 발행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175) 공모를 기준으로 판단하

고, 전환권이 있는 증권의 발행인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때가 아닌

발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76) 또한 (ii) 이전 3개년 간 현금출자

에 대한 제3자 주식발행이 7.5% 이상인 경우, (iii) 신주발행시 발행가

액 설정에 있어 그 할인율이 5% 이상인 경우177)를 말한다.

174)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138면.
175) 2011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공모와 'open offer'를 결합한 신주발행은 최근 특히 
각광받고 있는 발행방법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 모든 회사(main market과 AIM 포함)를 
통틀어 가장 흔한 형태는 'institutional placing'이지만, main market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는 기발행자본의 10% 이상의 공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Prospectus rule의 부
담을 져야 한다는 점 및 신규 투자자를 새로 영입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주발행방법으로서, 공모와 'open 
offer'를 결합한 형태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open offer'를 행한 후,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실권주를 공모발행하는 모습을 취한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는, Alexander Keepin, Popular Placings - placing and open 

offers have surged in popularity for AIM companies (Nov. 16. 2011) 
<http://www.financialdirector.co.uk/financial-director/feature/2125336/popul
ar-placings >

176) State of Principles 2008, paragraph. 8. 9. 12. 13. 
177) 그 할인율의 정의에 대해서는, State of Principles 2008, APPEND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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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상적인 제3자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결정

에 관련된 요소들은 보다 강조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주주총회 동의를 얻는 것이 더욱 어

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비일상적 배제요청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회사의 발전 정도 및

크기, 회사지배 빛 관리상황, 다른 자금조달 수단과의 장단점 비교 분

석,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화 정도, 주주 승인 이전까지의 절차, 신주인

수권 배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계획 등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제공정보에 기초한 주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찬성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

서 결의를 얻지 못 한 경우 특별히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의할 수도

있다.

3) ‘일상적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제3자배정’은, 비일상적인 경우와 같은 정보

제공 및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2008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

상적 배제요청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제 권한은 보통 정기 주주총회에

서의 승인에 의해 수권된다. 이러한 수권은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지

속될 수 있지만 15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178)

III. 독일의 신주인수권 제도

1. 독일 주식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의 특징

독일은 신주인수권 법리를 제일 먼저 성문화한 국가로서 회사의 종류

에 따라 신주인수권 법리 적용 여부를 달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회사에 해당하는 AG의 경우, 기존 주주들은 회사가 그 자본을 증가시

178) State of Principles 2008, paragraph.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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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새로이 주식 배당을 받을 권

리, 즉 신주인수권을 가진다.179) 이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이다.180)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정관 규정으로 배제될 수는 없다

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에게 추가출자

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14일의 기간 동안 신주를 인수하거나

혹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14일의 기간은 EC

회사법 제2지침과 같다.181)

2. 주식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신주인수권 규정 적용이 없는 경우

무상증자의 경우 ‘배당’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

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조건부자본증가의 경우에도, 자본증가 결

의의 내용으로 누가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정하여 두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2) 일반공모증자의 제한적 인정

1994년 개정 주식법(Aktiengesetz)182)은 경영상 목적 요구에 있어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i) 상장회사가, (ii) 현금출자로 자본이 증

가하고 이것이 현재 발행주식자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iii)

발행가액이 발행당시 시가보다 상당히 하회하지 않는 이상(not

substantially lower), 신주인수권의 배제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183) 또한 주주에 대해 신주발행 청약을 하는 단순

179) Akt.G. s.153
180) Akt.G. s.174 par.4.
181) Akt.G. s.186(1) : the Second Company Law Directive. s.29(3) of 
182) 소규모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법의 탈규제화를 위한 법률'{Gesetz fur kleine 

Aktiengesellschac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 (BGB] 1994, 
1961 v. 9.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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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기능만을 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

주의 발행 기타 주식의 매각은 신주인수권 적용 및 배제에 관한 사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184) 제한적으로 일반공모를 허용하였다.

(3) 신주인수권의 배제

경영진(Vorstand)은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서면보고서로 관련 주주총회에서

보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 위한 결의는 출석 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특별결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보통 증자결의를 위한 주

주총회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더하여, 독일 법원

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 배제에 있어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을 압도하는 “유효한 경영상 이익”이 있을 것을 입증할 것을 요

구하여 왔다.185)

5년 이내의 기간 및 발행 한도를 정한 정관을 통하여 신주발행의 권

한을 이사에게 수권한 경우(소위 인가자본의 설정), (i)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르는 일반적인 신주인수권 배제방법에 따르거나(직접배제),

(ii) 애초 정관에 위임할 당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음(간접

배제)으로써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183) Akt.G. s.186(3) 
184) Akt.G. s.186(5) 
185) Valerio Sangiovanni, Capital Increase and Exclusion of the Subscription 

Right in the German Joint-Stock Company, J.B.L. Sep 2006, 589-600면. 판례
에 따르면 신주인수권 배제를 위한 특별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
여는 출석 3/4 찬성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sachlicher 
Rechtsfertigung: reasonably justified)이 필요하다. 1978년 연방통상재판소판결, 
소위 Kali/Salz 판결(BGH Urt. v. 13.3.1978. BGHZ 71, 40.)에 의해 확립된 실질적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는, 인수권 배제가 ) 회사의 이익에 합치하는 목적을 위함일 
것, (목적의 존재) ii)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신주인수권 배제가 필요하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절한 수단) iii) 상당하였을 것(비례성)이 요구된다. Kali/Salz 판결에 
이은 주식회사법의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정당화 요건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경영진의 서면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주주총회결의가 정
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법원 판단의 
기초로 된다.



- 72 -

전자의 경우, ‘직접 배제’ 결정을 통해 신주인수권 배제권한을 경영진

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가 행해진 그 이후에, 이사회가 신주발행 실행에

있어 결정을 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배제에 있어

정당화 사유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쌍방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Siemens/Nold 판결186)에

따르면, 주주총회 수권 단계에서의 정당화 사유는 추상적인 것으로 족

하다고 하였다.

IV. 미국의 신주인수권 제도

1. 미국의 신주인수권

(1) 정관 혹은 주주간 약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인정

1) 신주인수권에 대한 미국회사법의 태도 변화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신주인수권이란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임

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187) 신주인수권은 더 이상 법령상 강제되

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관의 정함에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소위

opt-in 형식의 규정을 택하였다.188) 판례상으로도 법령상 인정되는 신

주인수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등189), 당시 미국에서

신주인수권 법리가 힘을 잃게 된 이유로 주식의 종류 및 구조가 복잡

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절차 설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곤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 희석

186) Siemens/Nold (BGH, 23.06.1997, Az.: II ZR 132/93)
187) 델라웨어의 경우, 뉴욕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188) DGCL section 102(b)(3); NYBCL section 622(b). 델라웨어는 1967년 7월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 뉴욕주는 1988년 2월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보통법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189) Alan Palmiter, Frank Partnoy, Corporations – A Contemporary Approach, 
WEST, 2010,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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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된 소수주주를 구제할 방안으로써 신인의무(fiduciary duty) 등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의 발전으로 다수주주의 횡포로 인해 소수주주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 즉, 초기에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주주가 동시에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good faith와 fairness에 따른 충실의

무로도 충분히 소수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되기 시작하였

다.190) 미국에서 신인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소송이 활발하고 격렬한 탓

에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권보다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191)

정관의 정함이 있을 때뿐 아니라, 별도의 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이 인정

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은 특히 의결권의 희석을 방지하려

고 할 때 실효적이다. MBCA는 정관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배제조건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192) 또한 벤쳐캐

피털 투자자들은 비상장회사(private firm)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투자

조건으로 하는 투자계약(Venture Capital-backed startups)은 유효하

다.193)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사법위원회는,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정한

종류주식이 있을 경우, 신주인수권을 정한 정관이나 주주간약정은 신주

인수권의 귀속 비율이 될 ‘주주의 지분비율(pro rata share)’에 대한 명

확한 정의규정을 두어야 하며, 신주인수권 배제조건(waiver) 및 주주가

일정기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신주인수권 배제사유

(waiver)로 간주할 것인지를 명시할 것 등을 권고한다.194) 통상 신주인

수권이 주주 전원에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정관의 정함을

190) Paul Myners, supra note 104, 11면.
191) Reinier Kraakman et al, supra note 99, 194-196면.
192) MBCA s.6.30(b)
193) Garza v. TV Answer, Inc., No. 12784, 1993 WL 77186 (Del. Ch. Mark.15, 

1993).
194) Corporation Law Committee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뉴욕시 변호사 협회 회사법 위원회), The Enfoce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ypical Shareholders Agreement Provisions, The Business 
Lawyer Vol.65, August 2010, 1192-1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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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득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주간 약정을

통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195)

한편 경영진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신주발행

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196) 따라서 정관에서 보통법상의 신주인

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제한이 없는

이사회라면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진다고 본다.197)

정관상 표현된, 혹은 암시된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사유(exemption)

를 뉴욕주는 현물출자, 자기주식 처분, 합병대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198), 델라웨어 회사법은 명시한 것 없지만 판례상으로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199)

2) 정관 또는 약정에 의해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델라웨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정관은 곧, 포이즌

필의 발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200) 그러나 뉴욕회사법에 따

르면, 포이즌필은 곧 일부 주주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주주간의 차별은 단일 종류주식의 주주간의 차별을 금지한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된다.201)  
이상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은 자

195) ibid., 1193면. 
196) Benihana of Tokyo, Inc. v. Benihana, Inc., 906 A.2d 114 (Del. 2006).
197) ibid., 121 
198) NYBCL s.622(e)
199) Am.Gen.Corp. v. Cont’l Airlines Corp., No.8390, 1988 WL 7393, at 8 

(Del.Ch.Jan.26, 1988), aff’d, 575 A.2d 1160 (Del.1990)는 비록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병거래는 신주인수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신주인수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으로 보는 태도를 보
인다.

200) Compare Clarendon Group, Ltd. v. Smith Laboratoris, Inc., 741 F.Supp. 
1449 (S.D.Cal.1990); Bank of New York Co. v. Irving Bank Corp., 142 
Msic.2d 145, 536 N.Y.S.2d 923 (Sup.1988)

201) Irving Bank Corp, 528 N.Y.S.2d 482; Jerry W. Markham, Jose M.Gabilondo 
& Thomas Lee Hazen, 2011,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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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력의 제한이나 집단 소송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주를 인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다른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벤쳐캐피탈 투자자들은 그 인수되지

않은 신주를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권한을 협상하곤

한다.(소위 ‘over allotment’ provision)202)

신주인수권 위반의 효과에 대해 각 주 법원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델

라웨어 법원의 경우, 신주인수권 약정 위반은 신주발행 취소

(cancellation)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203) 이와 달리 뉴욕에서는

신주인수권 위반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무효(invalidated)로 하기도 하

고204) 경우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을 인정하기도 한

다.205) 후자의 판례는 신주인수권이 ‘opt-out’ 형태로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던 뉴욕회사법206)이 적용되던 시기의 판례로, 신주인수권 폐

지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이전에 그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대해 주

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2) 폐쇄형신탁 - 신주인수권 강제 혹은 주주승인 중 택일

미국에서 신주인수권은 대부분 ‘opt-in’ 형태로 규정되어 강제사항이

아님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투자회사(closed-end investment

company)207)의 경우 연방법인 Investment Company Act 1940208)에 의

202) the Model Investors’ Rights Agreement of the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t 25, n.42. (Sep 2012, last visited), <www.nvca.org>

203) Superwire.com,Inc. v. Hamption, 805 A.2d 904, 911 (Del.Ch.2002).
204) Hyman v. Behar, 241 N.Y.S.2d 626, 626-27 ISup.Ct. 1963)
205) Carroll v. Seacroft Plaza, Ltd., 529 N.Y.S.2d 588, 589 (App.Div.1988)
206) NYBCL s.623. 
207) open-end company(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s.5 "Open-end 

company" means a management company which is offering for sale or has 
outstanding any redeemable security of which it is the issuer.)에 반대되는 개
념으로, closed-end trust라고도 한다. 펀드가 일단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추가 발급 
및 해지 (환매)하지 않는 유형의 투자 신탁. 발행 한 투자 신탁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
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장에서 판매한다. 해지가 없기 때문에 개방형처럼 해약에 대비
해 현금 보유를 가질 필요 없이 항상 전체 투자가 가능. 또한 해지하여 포트폴리오 
편입 증권의 의도하지 않은 매각 · 환금을 재촉하는 것도 없고, 투자 방침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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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규율을 받

는다.209)

폐쇄형투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취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 동법 23조는, 먼저 주주배정 형태의 신주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의 제

한, 즉 순자산가치 이하 발행금지의 제한(“No…below the current net

asset value)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210) 이에 대해 주주의 신주인

수권(preemptive right)을 규정한 조문이고, 실무상 이러한 주주의 권리

는 보통 증권화되어 양도가능한 형태로 발행된다고 설명한다.211)

폐쇄형신탁의 실제 신주발행가격은 순자산가치를 훨씬 상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하여 회사에 유입되는 가치가

순자산가치 이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212) 이러한 발행가액 규제

가 면제되는 경우로, 동법은 위 주주배정의 경우 외에도 주주다수의 승

인, 혹은 전환권 행사나 워런트의 행사 기타 SEC가 투자자 보호를 고

려하여 규정한 특별한 사정(rules, regulations orders)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주주의 다수가 승인하면 발행가격 및 발행상대방의

제한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증권규제자인 SEC 역시 투자

자 보호를 고려하여 신주발행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금

지되며 자기주식취득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지분희석을 가져온다는 점

에서 금지된다.

이 쉽다.  그러나 2010년 Dodd Frank Bill의 입법으로 Private fund의 범위 등이 
변동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208)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As amended through P.L. 112-90, 
Approved January 3, 2012) s.23. 

209)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s.23 
210)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s.23
211) Vladimir Atanasov et al, supra note 14, 17면.
212) ibid.,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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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본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배정 관련 규정

1. 일본 법 태도의 변화

(1) 공개회사213)의 신주발행 규제

1) 신주발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사전적규제방식의 변화

: '조직변화활동'에서 '업무집행사항'으로214)

1950년 이전 일본 상법은 신주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요하

고215), 제3자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과 마찬가지의 주주총회 결

의를 요구하는 등, 신주발행을 회사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항으로 보

았으나(소위 '組織變化活動'),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한 1950년 개정 상

법, opt-in 형식의 신주인수권 제도 채택한 1955년 개정 상법 등 그 이

후의 상법 개정216)은 신주발행을 일반적 업무집행사항 중 하나로 보아

213)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비공개회사)의 경우, 달리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1986년 일본 법무부 개정시안에 따라 1990년 개정 상법은 비공개회사(주
식양도제한회사)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opt-out 형식으로 규정하고 주주
배정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사에서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가액을 불문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
러한 규정은 현행 회사법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전주식양도제한회
사의 경우 제3자 배정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회에의 수권이 있어야 
하는바(회사법 제2조 제5호, 회사법 제199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5호.) 이러한 
까닭에 전주식양도제한회사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214) 中村信男, "公開会社の第三者割当増資に係る 会社法上の規律とその見直し- 会社法
および金融商品取引法の交錯の視点からの 一考察 ", 早稲田商学第 431 号, 2012. 3
월, 518-522면.

215) 1950년 전 상법 제166조 제1항 제3호는 주식회사의 자본액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두수주의가 가미된 엄격한 다
수결로, 의사정족수로서 총 주주(의결권 없는 주주 등은 제외)의 절반 이상과, 자본
(의결권 없는 주주 등의 주식금액은 제외)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참석을 요
하고, 의결정족수로서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제343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내지 제3항)

216)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정관규정이 1955년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에 의해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실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東京地判昭和30年２月28日下民集６巻２号
361頁)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1950년 개정 상법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유
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할 것을 요하던 기존의 태도



- 78 -

기업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되어 왔다.

특히 현행 회사법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1966년 개정상법은, 제3자

발행에 대해서 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했던 기존의 태도를 일부

수정하였다.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주가 적당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면 지배관계의 변동은 감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3자 발행 중에서도 저가발행시에만 주주총회 특

별결의를 얻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러한 태도는 일본의 현행 회사법

에서도 유지되고 있다.(소위 '有利發行217)) 저가발행, 즉 발행가액이 인

수인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218)

2) 사후적 규제

회사법상 사전 규제가 저가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경제적 불이익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 회사법 제210조에 규정된 주주

의 모집주식발행 등의 유지청구권은 지배적 이익 희석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일본 회사법의 유지청구권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독주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자 배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기존 주주가 유지청구권 행사하여 이것이 받아 들여졌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3자 배정증자가 유지청구에 위반하여 수행된

다면 이는 신주발행무효원인으로 해석된다.219)

를 변경하여, 1955년 개정 상법은 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해 상법 또는 정관에 별도 규
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opt-in 형식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17) 현행 일본 회사법의 제199조 제3항 및 제201조 제1항.
218) 회사법 199조 3항, 200조 2항, 회사칙 3조 7호
219) 最判平成５年12月16日民集47巻10号54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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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발행규율에 대한 비판의 확대와 2011년 금상법 개정

현행 일본 회사법은 ‘유리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즉 저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에 대해서는 따로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없어, 기존 주주의 주식

희석 및 지배관계 변화, 혹은 대규모 제3자 발행에 대한 규제가 소홀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일본 법원이 회사법 제210조의 불공정한 신주발행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주요목적이론’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배주주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주발행 등도 그 유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이론의 기능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220)

가령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교체할 정도의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행

하는 것도 업무집행상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어221), 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기업지배구조

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222)이 있었다. 또한 신주발행의 무효

를 인정한 사례 역시 그다지 많지 않아서, 실제로 주주이익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다.

한편 신주발행 관련 회사법상 공개사항도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 기

회를 확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령, 제3자배정 신주발

행에 있어 제3자배정방식을 택한 이유와 그 필요성, 배정 상대방 및 그

를 선택한 이유,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 및 조달된 자금과 해당 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의 관계 등이 회사법상의 공개 항목으로 되어 있

진 않다223)는 점 역시 한계로 논의되고 있었다.

220) 明田川昌幸, “第三者割当増資と利益相反（名古 屋地決平成20年11月19日判批）”, 
ジュリスト1424号, 2011, 119면（2011年） 。

221)　東京高決平成16年８月４日金判1201号４頁（CSK 対ベルシステム24事件） 
222) 渡邉浩司, “東証による2009年８月制度改正後の第三者割当の開示状況”, 商事法務 

1906号, 2010, 73면. （2010年）。이후 소개할 회사법 개정 중간시안은 공개 회사의 
대규모 제3자 배정 증자를, 기업통치의 측면에서 규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에 관계가 있는 동시에 권한 배분의 측면을 포함하는 기
업지배구조에 관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23)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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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 신주발행관련 법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재계

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어 오던 중224), 최근 '대규모 제3자발행의 규

율'과 '주주배정의 촉진'이라는 두가지를 목표로 하여, ‘東京証券取引所　

有価証券上場規程’의 개정(2009년 8월 24일 시행) 및 이에 따른 ‘企業内

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의 개정(2009년 12월 11일 시행)이나

2011년 5월의 金融商品取引法 개정(이하 ‘금상법’)225)이 있었다.

이 중 금상법의 개정은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 시장의 침체로 공모증

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됨과 동시에 심각한 지분희석을 동반

한 제3자 배정증자의 폐해가 문제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라이츠오퍼링

(ライツ・オファリン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하에서

는 일본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및 주주배정 규정과 개정 금상법에서의

라이츠오퍼링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224) 2001 년 4 월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 중간 시안"는 발행 주식 총
수의 20 % 이상의 제3자 배정 증자를 주주 총회 특별 결의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하고 있었지만, 경단련 등 경제 분야에서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실현에 이르지 못하
였다는 설명으로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22면. 한편, 동경증권거래소가 20% 
이상의 제3자배정증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상장규정을 도입하려
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단련은 회사법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설명으로는, 二 上 季代司, supra note 142, 137면. 

225)  2011년 5월 17일 개정, 2012년 4월 1일 시행된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
する法律. (平成23年法律第49号). 이와 관련된 政令 및 内閣府令 등(「資本市場及び金融
業の基盤強化のための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및 「資本市場及び金融業の基盤強化のた
めの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金融庁関係内閣府令の整備等に
関する内閣府令」)  역시 2012년 2월 25일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법
규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fsa.go.jp/news/23/syouken/20120210-2.html> (Dec 2012 last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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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회사법 상 신주인수권 규정과 제3자배정의 규율

(1) 신주인수권 규정

일본 회사법상 규제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보다는, 발행가액이 인수인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i) 자기자본조달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

인수권(pre-emptive right)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추가출자과 지분희석 중 택일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비

판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폐쇄회사에 해당하는 全株式讓渡制限

會社의 경우 주주 구성의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예외적

으로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였다. 대신 (ii) 상

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가액으로 발행(有利發行)하지 않을 것을 요

구하며 법원은 이사의 신주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으며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주주배정(株主割当て)은 주주

전원에게 ‘신주예약권’이라는 일종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데226) (iii) 그 양도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

에 따른다.

정관의 정함이나 기타 약정으로 신주인수권이 인정한 경우, 그 양도성

에 대해서 (iii)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양도성을

인정할 경우 회사의 사무처리에 부담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장회

사라 할지라도 양도성을 인정하는 예는 매우 적다고 한다. 다만 양도성

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각 주주가 배정받을 모집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예약권을 각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한다.227)

또한 (iv) '모집주식의 발행' 이라는 표제 하에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을 동일하게 취급․규율하여 이사회가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226) 회사법 제277조 新株予約権 無償割当て
227) 회사법 제277조;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第3版 有斐閣,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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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시가발행) 중 발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주주배정의 기피와 제3자 배정의 선호

과거 일본시장에서는 주주배정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고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1970년대 이후 공모가 대표적인 증자 방

식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228) 그러나 최근 일본 상장회사의 신주발

행 기타 증자 형태의 동향을 보면, 주주배정방식은 거의 채택되지 않는

반면, 제3자배정에 의한 자금조달은 공모의 거의 수배에 이르는 규모이

다.229)

그러던 중 최근 상장회사의 불공정한 신주발행 혹은 신주예약권의 발

행이 문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유명한 사례로 동경증권거래

소 마더스(マザーズ)230)에 상장된 주식회사 모크(MOC Corporation -

モック)가 2007년 9월 7일에 공표한 신주예약권 발행에 관한 사안이

있다.231) 이로 인하여 신주발행에 관하여 시장의 통제에 위임하고 있는

228) 大崎貞和,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は定着するか(라이츠오퍼링은 정착하고 있는가) 
(Oct 23, 2012), <http://fis.nri.co.jp/ja-JP/knowledge 20121023.html>

229) 株式会社東京証券取引所上場部編, 『最新 東証の上場制度整備の解説』, 29～30면
（商事法務， 2010年）. 2007년도의 제3자 배정증자는 1조72백억원으로 그 전 해 
대비 2.3배로 증가하였고 공모증자의 5.5배에 달한다. 

230) マザーズ, Mothers,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동경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신흥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231)  동경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모크는 2007년 9월 7일 다음과 
같은 신주예약권 발행을 공표하였다. 먼저 10월 30일에 10대 1의 주식병합을 행하
고,(당시 일본 실무에 의하면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발행가능주식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신주예약권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
예약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신주예약권 발행 전(그리고 주식병합 후)의 기발
행주식총수의 약 29.8배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은 1엔, 
행사가액은 당시의 시가(주식 병합 후의 이론 가격)의 약 17%의 금액으로 정해져서, 
저가발행, 소위 유리발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신주예약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때 기
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발행 전의 약 19.9%로 하락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
안이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인한 단수처리는, 신주예약권이 행사된 후에 주식의 경
매 내지는 시장에의 매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주예약권으로 주가가 내
려간 이후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모크의 
주주의 80%는 1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던 자들로, 주식병합과 단수처리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항이 공표된 것과 같은 날, 동경
증권거래소는 모크社의 주식병합 등이 '유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 83 -

현행 회사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는 곧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 2011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및 2012년 회사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3. 주주배정형 신주발행의 촉진 : 2011년 金融商品取引法 개정

(1) 개정의 배경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주주배정은 주주 전원에게 ‘신

주예약권’이라는 일종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232) 신주예약권의 무상배정은 신주예약권의 취득권유행위로 보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상으로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며, 따라서 유

가증권 모집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미리 또는 동시에 투자설명서(目

論見書:prospectus)를 교부해야 한다.233)

문제는 기존 주주 전원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는, 실제로는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한 자금조달을 기피하게 한다는 점이

다. 또한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주예약권의 행사

여부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가증권모집에서의 투

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여부 판단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어서 그 성격

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

다.234)

일본의 2011년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은 신주예약권의 상장제도를 정비

함으로써 라이츠오퍼링235)을 장려하고자 하였다.236) 라이츠오퍼링이란

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이후 모크사는 2009년에 상장이 폐지되고, 파산절차
가 개시되었다.이상의 설명으로는, 大杉謙一, “大規模第三者割当増資”, 会社法施行後
5年理論と実務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2011, 81-88면, 괄호안의 설명은 필자.

232) 회사법 제277조 新株予約権 無償割当て
233) 개정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조 제2항, 企業內容等開示ガイドライン２-３
234) 金融廳 開示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 制度整備」につ
いての基本認識と論點”, 第３回 資料, (2010년 12월 17일), 
<http://www.fsa.go.jp/singi/kaijiseidowg/siryou/2010121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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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예약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주배

정(株主割当て)와 같으나,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예약권이 거

래소에 상장되어 그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한때 ‘’라고 하 ,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희석을 ‘시가와의 차

액’으로 보충할 수 있어, 추가출자를 하지 않는 주주의 지분적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237) 라이츠오퍼링 중에서도 특히

‘コミットメント型ライツ․オファリング’(이하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은

영미에서 자주 쓰이는 주주배정형 신주발행으로, 발행인과 증권회사 간

의 계약으로 주주의 불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신주예약권을 발행인이

취득하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한 후, 증권회사가 그 신주예약권을 행

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시장 등에 매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발행인

이 목표한 만큼의 자금조달을 담보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238)

2011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은 공시 규제 및 내부자 거래 규

정을 정비하여 라이츠오퍼링을 장려하는 한편,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이

증권회사의 잔액인수와 위험부담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잔액인수와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라이츠오퍼링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어 있음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한 변화로는 (i) 투자의견서 작

235) 과거에는 “ライツ․イシュー”라고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ライツ․オファリング”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설명으로 日本証券経済研究所 金融商品取引
法研究会,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円滑な 利用に向けた制度整備と課題, 金融商品取
引法研究会 研究記録第 34 号, 2011년 11월, 1면.

236) 2009년 런던증권거래소의 지분증권발행 (신규상장 제외) 418건 (발행금액 총 
75,987.58 백만 파운드) 중 50건 (발행금액 50,698.54 백만 파운드)가 right-issue의 방
법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는 金融廳 開示制度ワーキング・グ
ループ,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よる増資 （いわゆる「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概要 
(2012년 12월 8일) 
   <http://www.fsa.go.jp/singi/kaijiseidowg/siryou/20101208/04.pdf>
237) 規制の事前評価書 (ライツ・オファリング（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よる増資）の
利用の円滑) (Dec 2012 last visited)
    <http://www.fsa.go.jp/seisaku/230310ria/01_b.pdf>
238) 金融廳 開示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制度整備」につい
ての基本認識と論点 (2010년 12월 17일) <http://www.fsa.go.jp/singi/kaiji 
seidowg/siryou/20101217/03.pdf>, 약속형이라는 명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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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부의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주배정 및 라이츠오퍼링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ii) 라이츠오퍼링에서 증권회사의 신주

예약권 매수를 유가증권의 ‘인수’에 대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라이

츠오퍼링에서 증권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iii) 라이츠오퍼링 역

시 내부자거래(インサイダー取引)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있다.

(2) 개정의 내용

라이츠오퍼링, 즉 양도가능한 신주예약권을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는 일본에서는 2010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된 다카

라레벤(タカラレーベン)에 의한 것이 최초이다. 이는 약속형 라이츠오

퍼링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의 행사비율은

95.7%에 달하고 최대 주주이던 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이 약 35%에서

25%로 하락하는 등 자금조달 및 주주구성의 다양화라는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하였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239) 다만 이 과정에서 3월 5

일 이사회 결의에서 5월말 신주예약권 행사 기간 만료까지 거의 3개월

남짓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40)

2011년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및 정령․내각부령은 공시규제․내

부자거래․공개매수규제 및 대량보유보고규제 등에 있어서 약속형 라

이츠오퍼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이 목표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배정형 신주발행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41)

239) 江本　 恵美, 焦点：タカラレーベンのライツイシュー、「成功」の評価と残る課題 
(Reuter Japan, 2010년 6월 7일자 기사)
    <http://jp.reuters.com/article/businessNews/idJPJAPAN-15694520100607>
240) 日本証券経済研究所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円滑な 利用に

向けた制度整備と課題,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研究記録第 34 号, 2011년 11월, 4-5
면.

241) 金融庁総務企画局, 平成23年金融商品取引法等改正 (2012년 2월 보고) 
<http://www.fsa.go.jp/news/23/syouken/20120210-2/01_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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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 제도 관련242)

① 투자설명서 작성·교부의무의 면제요건으로 일간신문게재 등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i) 라이츠오퍼링에서 모집하는 신주

예약권이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 또는 발행 후 지체없이 상장되는 것

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전자공시시스

템(EDINET：電子開示システム)에 게재됨과 동시에 (iii) 발행회사가

EDINET 공시 관련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신주 예약권의 모집에관한 투자설명서 작성 및 주주에 대한 교

부 의무가 면제된다. 일본 금융청은 (iii)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할 사

항으로 해당 신주예약권에 대한 유가 증권 신고서에 근거한 신고가 한

취지 외에 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일 ② EDINET의 Web 페이지의

주소 및 ③ 발행 회사의 연락처를 요구한다.

② 계속공시(継続開示書類)에서 정정신고서의 규정 완화

주주배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공시사항에 대하

여 일일이 정정을 요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실무상 요구 사항을 받아들

여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일정 요건 하에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에 결산정보의 공표예정시기 및 계속공개서류의 제출예

정시기 등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개 또는 제출 시점에 있

어서 정정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한 것으로 한다.243)

24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243) 다만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금융청의 설명에 따르면, (i) 발행등록제도를 
이용한 경우 발행등록이 효력을 잃는 날 이전까지는 계속공개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정정
발행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개정법은 임시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하지 않고, 원칙
적인 경우에서와 같이,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
청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주주의 신주예약권 행사에 따라 해당주주의 보유 의결권 비율
이 일시적으로 1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발행회사는 주요 주주의 이동에 관한 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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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의 투자설명서 규제

약속형 라이츠오퍼링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신주예약권 증권의 인

수"란에 ① 인수의 내용 (인수의 태양 , 인수인인 증권회사의 수수료,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예약권을 취득 할 때의 대가 등)과 ②

인수인이 대상 신주예약권을 모두 취득할 경우의 주식 등 보유 비율

(5 % 이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었다. 금융

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② 대해 인수인이 실제로 얻을 신주예약권의

수가 확정 된 시점에서 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

였다. 한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부터 주주확정일 사이에 유가 증권

신고서 에 포함 된 발행한 신주예약권의 수와 실제로 배정하게 된 신

주예약권의 수가 달라질 경우(발행회사가 다른 용도로 발행했던 신주

예약권이 행사되는 등)에는, 정정신고서는 정정내용이 명확해진 시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2)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 증권업자 규제 강화

①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인수인’ 범위의 확대

2011년 개정 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신주예약

권 인수는 비록 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주예약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인수’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244) 그러나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

고서 및 그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金融庁, コメントの槪要びコメントに対する金融庁の考え方 (2012년 2월 

10일 보고) <http://www.fsa.go.jp/news/23/syouken/20120210-2/00.pdf>
244) 2011년 개정 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6항은 ‘해당유가증권을 취득한 목적

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는 것, 혹은 해당 유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취득하는 다른 자가 없는 경우 그 잔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증권인수”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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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증권회사는, 잔액인수형 신주발행에서의 인수인

과 그 실질이 같다는 인식에 따라, 2011년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

법245)은 ‘인수인’의 정의에 ‘유가증권 모집 등의 경우에 있어, 취득자가

행사하지 않은 신주예약권 증권을 취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행사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위 문제를

시정하였다.246)

② 개정 정령․내각부령에 의한 보완

정령․내각부령의 개정으로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 인수인의 주주

에 대한 신주예약권 행사 권유에 대해 ① 허위 고지 금지 및 ② 단정

적 판단 제공 금지 각 행위 규제를 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

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라이츠오퍼링에서 신주예약권 ‘행사’권유는 신

주예약권의 ‘취득’권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손해

배상책임247)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4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6항, 제21조 제4항, 제28조 제7항.
246) 이와 같은 2011년 개정으로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의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인
수’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인수인’에 해당하게 되면, (i) 공시규제 
측면에서 유가 증권 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에 대한 인수 증권 회사의 책임 및 투자설명
서(目論見書) 기타 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ii) 진입규제 측
면에서 제1종 金商業으로서의 등록의무 및 최저자본금 유지의무를 지며, (iii) 현저히 부
당하다고 인식한 수량 및 가격 등 조건에 의한 인수의 금지, 적절한 인수심사할 의무의 
부과, 투자운용업무와의 이익상반행위 금지, 정부에 의한 검사 감독대상이 될 의무 (iv) 
허위 문서 작성 배포의 청탁 금지, 대가를 받아서 행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 제한을 
받는다.  개정 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의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인수에서의 증권회사에 비해 공시규제․
진입규제․영업행위규제․불공정거래규제 등에 있어서 완화된 취급을 받았었다. 즉, 개정 
전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에서의 증권회사는 주식의 권유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서 
기타 자료의 허위기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외에는 위의 잔액인수 증권사에서의 
의무 및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은, 金融庁 開示制度ワーキング・グ
ループ,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の 制度整備」についての基本認識と論點”, 第2回 資料, 
(2010년 12월 8일 개최 보고)
 <http://www.fsa.go.jp/singi/kaijiseidowg/siryou/2010120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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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자 거래 관련

① 라이츠오퍼링에의 내부자거래규정 적용

2011년 개정 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내부자거래규정은 신주예약권

무상배정을 ‘중요한 사실(重要事実)’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2항 제4호의 내부자거래 일반조항만으

로 규율하기에는 거래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

가 있었다.248) 따라서 2011년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신주예약권

무상배정에 대한 결정 역시 다른 증자수단들과 같이 내부자거래규제의

‘중요한 사실’이 되도록 하였다.249)

② 개정 정령․내각부령 : 라이츠오퍼링의 특성 고려

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라이츠오퍼링의 특징을 미처

반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정령․내각부령은 약속

형 라이츠오퍼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자의성 없이 신주예약

권을 취득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즉, 발행회사가 중요사실을 알기 전에 결정했던 계획

기일 등에 기초하여 (i) 불행사된 신주예약권을 취득조항에 의해 취득

하거나 (ii) 취득했던 신주예약권을 인수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

는 내부자거래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이 라이츠오퍼링에 내부자거래에서의

247)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3조 제5항(기타자료의 허위표시금지) 및 제17조(허위표시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경우의 사용자 책임)

248) 金融庁, 規制の事前評価書-ライツ・オファリング（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よる増
資）の利用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開示制度等の整備,(평가실시일 2011년 3월 10일) 
 <http://www.fsa.go.jp/seisaku/230310ria/01_b.pdf>
249)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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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개정 정령․내각

부령은 내부자거래에서의 ‘輕微基準’을 (i)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납입

금액의 총액이 1 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ii) 주식 1주에 대하여 배

정된 신주예약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의 주식 수 비율이 0.1 미만

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4) 공개매수규제 관련 정령․내각부령 개정

공개매수규제250)에 대해, 개정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신주예약권

행사 시점이 아닌 신주예약권 배정 시점의 주식보유비율에 기초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라이츠오퍼링에서, 신주예약권 무상배정 시점

을 의무부과시기로 정한다면, 이는 곧 타인에게 이전될 분까지 고려하

여 공개매수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251)

내각부령은 (i) 일정 기간 경과후 신주예약권의 행사가 확보되어 있는

신주예약권에 대하여, 그 배정시가 아닌 행사시를 기준으로 공개매수

규제 및 대량보유보고 규제를 적용한다.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은 인수

증권회사로 인하여 모든 신주예약권의 행사가 담보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공개매수규제 기준 산정에서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청은 그 답변서에서

250)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상장
회사, 주주수가 일정 이상인 회사 등)가, 발행하는 주권 등 (주권, 신주예약권부사채 
등) 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공개매수실시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a)-(f)에 해당하는 매수 등이 의무적공개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a) 장
외 매수 등으로 주권 등 소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b) 장외에서 현저히 적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행위를 통해 주권등소유비율이 1/3 이상 된 경우, (c) 특정매매 등
에 의한 매수로 주권 등 소유비율이 1/3을 초과하는 경우, (d) 장외 거래 기타 일련
의 취득행위에 의해 주권 등 소유비율이 1/3 초과한 경우 (소위 急速な買付け等), (e) 
경쟁매수자가 공개매수(TOB)를 실시하는 경우, 행하여진 주권 등 소유비율이 1/3를 
초과한 자가 행하는 일정한 매수 등 및 (f) 기타 (a)-(e)에서 준하는 것으로 정령이 정
하는 것.

251) 金融庁, 規制の事前評価書 - ライツ・オファリング（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よる
増資）の利用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開示制度等の整備 (2010년 3월 23일 자료) 
<http://www.fsa.go.jp/seisaku/230310ria/01_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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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의 경우에 신주예약권이 모두 행사된 것으로 간주

하여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수 안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을 밝

혔다.

또한 (ii) 인수 증권회사가 행사되지 않은 신주예약권을 취득할 때의

주권 등 보유 비율 규정을 조정하여, 발행인과의 인수업무로 인해 취득

한 주식 등은, 그 매각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매수 규제의 경우 신

주예약권 취득일로부터 60일, 대량보유보고 규제의 경우는 5일간 주권

등보유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령․내각부령에 대한 금융청의 설명

에 따르면 인수 증권회사로서는 신주예약권 취득으로부터 60일 내에

신주예약권을 행사하여 제 때 주식을 처분하고 공개매수규제에 저촉되

지 않는 수준까지 주권보유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실무상으로 중요해

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iii)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역시 주식 등의 ‘매수(買付け等)’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

행인이 그 형식적 특별이해관계자 등 기업그룹 내의 자에게 신주예약

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매수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일본의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이후 라이츠오퍼링 현황252)

개정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이후 2012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된 에이디웍스(エーディーワークス:ADW”)에 의한 라이츠오퍼링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2번째 라이츠오퍼링이다. 이 역시도 최초 사례인

다카라레벤의 경우와 같이 非약속형 라이츠오퍼링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ADW가 非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을 채택한 것은, ADW는 20% 이상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매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사전경고형 매수방어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약속형 라이츠오

퍼링을 채택할 경우 인수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결과적으로 대규모

252) 大崎貞和, ライツ・オファリングは定着するか (2012년 10월 23일자 기사) 
<http://fis.nri.co.jp/ja-JP/knowledge/commentary/2012/20121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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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 해당하고, 대규모매수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괄양도를 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속형 라이츠오퍼링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가격변동 위험을 누가 인수해야 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이는 곧 증권회사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253),

결과적으로 고가의 자금조달방법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속형

혹은 非약속형 중 어느 것이 일본 라이츠오퍼링의 주된 형태가 될 것

인지는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53) 실제로 영국에서도 주주배정은 다른 종류의 신주발행에 비해 인수비용
(underwriting cost)이 보다 높기 때문에 문제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수구조에 있어
서의 시장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으로는 Eilís Ferran, “Legal Capital 
Rules and Modern Securities Marktets – Case for Reform”, Capital Markets 
and Company Law, OXFORD, 2003,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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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新株發行 規制手段으로서 新株發行 承認

I. 서설 – 승인권 제도의 다양성

1. 개 관

신주발행에 대한 승인권은 주주간 갈등을 해결하는 자율규제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신주발행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 사항에 대

해서 승인/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등, 주주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인정․발행가액의 규제 등이 없더라도 해당

신주발행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승인권 규

칙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발행가액을 규제하는 것의 효

율적인 대체재 역할을 수행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254)

이러한 승인권 규칙은 (i) 승인 대상, (ii) 승인 주체 및 승인 요건,

(iii) 승인권 규칙 위반시의 효과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신주발행 승인권의 비교기준

(1) 승인의 내용

먼저 (i)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그 승인여부를 주주가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정 규모의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에게 그 결정권

한을 위임하는, 소위 수권자본제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예로

는 주식의 발행 기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한

254) Spamann, “On the Insignificance and/or Endogeneity of La Porta et al.‘s 
’Anti-Director Rights Index’ under Consistent Coding”, ECGI-Law Working 
Paper No. 6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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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주주총회 단순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255) 또한 일

정 규모 이상의 신주발행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신주발행의 형태와 관련해서, (ii)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신주인수권을 배제 혹은 인정하기 위해 주주총회 승인 혹은 정관변

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iii)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일정 사항을 주주가 결정하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신주인수권의 양

도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승인 주체 및 승인 요건

신주발행 관련 승인권이 주주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등을 조각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주주가

그 승인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결 등 집단적 의

사결정과정을 통해 승인을 하는 때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다수결을 요구하더라도 의사정족수로 주주 전원

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된다. 분산된 소유

구조를 가졌거나 의결권 위임이 소극적인 기업환경에서 더욱 그러하

다.

경우에 따라 신주발행에 있어 정부 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가

255) AktG 182(1)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번역한 것에 따르면, “출자에 의한 자본의 증가
는 그 결의시에 대표된 자본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다수결로써만 결의할 수 있
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자본다수결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의결권 없는 우선권의 발행
에 관하여는 보다 큰 자본다수결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그 이상의 요건
을 규정할 수 있다. 자본증가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
을 닮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연구소, 독일회사법, 조사보고서 제9집, 1996.1, 114
면; 회사의 정관(Satzung)에 의해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영국회사
법과 다르다. § 133 AktG 후술할 인허자본 범위 내에서의 자본발행과 구별하여 ‘통
상의 자본증가’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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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부 규제자에 의한 승인은, 분산된 소유

구조로 인하여 주주총회 승인이 쉽지 않거나 다수주주가 특별정족수에

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진 시장에서는 보통 발견되지 않는

방식이다.

(3) 승인의 존속기간

주주 등이 승인권을 행사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사안 별로 승인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혹

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승인해도 무방한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관의 정함을 통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따라, 승인 효과의 지속기간이 달라

질 것이다. 승인을 자주 해야 할수록 승인권 관련 비용은 증가하겠지

만, 주주 등 승인주체의 이익은 더욱 보호될 것이다.

(4) 승인권 규제 위반의 효과

주주 등이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얻지 않고

신주발행을 감행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을 거절하거나, 경

우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장폐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승인권 규칙을 단순히 권고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권고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운

영환경에 따라 그 강제력을 달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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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주발행승인권의 우리 상법상 발현모습

우리 상법에는 (i) 일정 규모 이상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

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수권자본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신주

발행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

회사 표준 정관에서 20% 이상 신주발행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

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권고 사항에 그칠 뿐이다. 대신 (ii) 정

관의 정함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배제 여부를 경영진의 판단에 위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배제의 수권은 기

한 혹은 발행주식수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2001년

상법 이후 정관의 내용에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그 포

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후적 통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iii) 정관을 통한 승인권 혹은 거부권이 한

번 행사되고 나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가 재차 소집될 때까지 승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

다. 특히 우리 상법이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256) 사실상 승인권을 행사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으

로 해석될 수 있다.

256) 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청구(366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412조의
3, 415조의2), 법원의 명령(467)에 의해 소집을 청구․명령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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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 회사법제상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의 통제

1. 이사의 신주발행권한 – 정관/주주총회의 수권(authorisation)

(1) 의의 및 특징

1985년 이전의 영국 회사법은 수권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하여257) 사실

상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의 신주발행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

되고 있었다. 그러나 EC 회사법 제2지침에 따라 1985년 영국 회사법은

기존의 수권자본제도는 폐지하고258), 5년 단위로 발행가능주식한도를

정하여 주주가 신주발행의 권한을 이사에게 수권하는 형식으로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신주발행에 있어 이사

의 재량을 제한한 것은 신주인수권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제2지침이

도입한 혁신사항 중 하나였다.259)

이와 같은 규정은 5년 기한 내 일정 한도를 정하여 이사가 자유로이

신주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적인 모습이 독일의 인가자본

(genehmigtes Kapital : authorized capital)260) 규정과 비슷하다. 그러

나 독일은 주주총회 3/4 결의를, 영국은 단순과반수(보통결의)를 요구

한다는 형식적인 차이점 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독일은 신주발행권한은 애초에 주주총회가 갖는데 다만

인가자본 범위 내에서 이사에게 신주발행권한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능

하는 것에 반하여, 영국의 경우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257) Companies Act 1985 2(5)(a)
258) Companies Act 2006 s 555. 수권자본의 제한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기발행주식자본(issued capital)의 변동을 해당 
관청(the Registrar at Companies House)에 등록해야만 할 것이다.

259) LCB Gower, Gower’s Principles of Corporate Law, 5th edition, 362면 
260) 伊藤雄司, "新株発行と取締役会決議無効確認の訴え－Mangusta／Commerzbank

第２事件判決（ＢＧＨＺ164,249）を機縁として", 専修法学論集　第９７号, (2006. 7.) 
, 131면에서는 “인가자본”이라고 표현한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
크, 벨기에 등, 네덜란드를 제외한 6개의 EC 최초 회원국이 인허자본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설명으로는 Reinier Kraakman et al, supra note 99,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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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2)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권한 수권

수권자본주의가 폐지된 현행 회사법 하에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신주

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261) 다만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혹은 정관에 의

한 수권에 의해, 주식 및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262) 이 때의

수권은 반드시 발행가능주식수 및 5년을 한도로 하는 수권기간을 정하

여 명시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수권기간의 갱신은 주주총회 결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애당초 수권이 정관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263)

정관 또는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이사에게 신주발행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은, 포이즌필 기타 ‘shareholder rights plan’이 영국에서

흔치 않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포이즌필의 성부는 이사가

주주 승인 없이 신속하게 신주발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264) 수권규정 위반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악의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criminal offence)가 가

해질 수도 있다.265)

신주발행의 수권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 수권과 특정 프로젝트

를 위한 특정사안수권으로 나뉜다. 전술했듯이, 일반적 수권인지 특정

수권인지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제절차(disapplication)가 달라진다.266)

261) Companies act 2006, s.549(1). s.550. 다만 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사적회사
(private company with only one class of shares)의 이사는 신주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관으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2) s.551
263) Companies act s.551(4)
264) Paul L. Davies, supra note 8, 834면.
265) s. 549 (1)(3)(4)(5) 다만 우리사주계획(employees’ share scheme)과 이미 인수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신주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이미 첫 발행 
시에 주주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원래 있던 주
식을 배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66) Companies act 2006, ss. 570,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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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안 수권은 특정 프로젝트에 앞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267)를 통

해 얻을 수 있다.268) 다만 이 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

달된 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상세(full details)를 제시할 것

이 요구된다. 일반적 수권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뿐만 아니라 정관의 정

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정사안수권에서의 경우와 달리, 자금조달

관련한 정보를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상장회사의 경우

(1) 상장규정상의 제한

상장회사의 신주발행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상장규정은

거래규모269)에 따라 Class 2거래270)와 Class 1거래271)로 나눈다.272)

267) 2006회사법은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과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
의 두 가지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s.282, 283) 회사법의 특별한 정함
이 없는 한, 단순다수결을 요구하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이 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의해 가감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결의를 요하는 대표적
인 것으로는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결의가 있다.(s.168) 한편, 특별정족수는 3/4 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이는 과거 ‘extraordinary resolution’이라 불리던 것과 같은 형태이고, 
총회 전에 ‘특별한’ 소집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과거의 ‘special resolution’과는 다른 것
이다. 특별정족수의 경우 소집통지 시에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s.283(3))
 특별결의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집통지에 기재된 내용의 실질(substance)이 변
경되었다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Mooregate Mercantile Holdings 
Ltd, Re, 1 W.L.R.227. 특별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다만 감자할 
주식의 규모 등 소집통지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 외의 사항이 다
르게 기재되더라도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소집통지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결의의 경우 허용되는 범위가 다소 더 넓어진다. (Betts & Co 
Ltd v. Macnaghten [1910] 1 Ch.430.) 
 기존에 있었던 ‘elective resolution’은 사적회사 규율의 단순화를 위하여, 그리고  

‘extraordinary resolution’은 ‘special resolution’로 대체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규
율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CLR의 권고에 의해 삭제되었다.  Paul L. 
Davies, supra note 8, 437-440면. 

268) s.551(8) “A resolution of a company to give, vary, revoke or renew 
authorisa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an ordinary resolution, even 
though it amends the company’s articles.”; 간혹 국내 소개문헌 중 특별결의로 
설명하기도 하나, 보통결의라고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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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으로 분류된 경우, Class 2 에서의 요건은 물론이고, 주주에게

관련 설명서를 송부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사전적 승인을 얻

어야 하며, 향후 승인받은 조건대로 거래가 이행될 것을 담보해야 한

다.273) 신주발행과 관련해서, 상장회사의 주된 자회사가 현금조달을 통

해 주식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룹 총 자산의 25% 이상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등 지분적 이익을 희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

우274)에도 Class 1으로 분류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회사 정관 변경, 회사 종류 변경, 자기주식 취득, 회사청

산 기타 회사의 중요한 거래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275)

(2) 기관투자자 협회 기타 민간단체에 의한 규율

1) Pre-emption Group의 가이드라인

Pre-emption Group의 가이드라인은, “일상적 제3자배정(Routine

269) 거래규모는 총자산기준(the Gross assets test), 이익기준(the profits test), 상당
성 기준(the consideration test : 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의 시장가치의 총합을 
분모로 한 백분율 값), 총자본비율(the gross capital test)의 4가지를 기준으로 한 
Class test에 따라 판단한다. UKLR 10 Annex 1G.

270) UKLR s.10.2.2(2) 위 4가지 기준이 각각 25% 미만의 값을 가짐과 동시에, 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이 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Class 2 transaction’라고 한
다.

271) UKLR s.10.2.2(3) 위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이 2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Class 1 transaction’이라고 한다.

272) FSA, Listing Rules sourcebook (Amendment No 8) Instrument 201/54 
(2012). 과거 거래규모 5% 미만을 “class 3”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2012년 9월 27
일 삭제되어 2012년 9월 30일부터 그 적용이 없다.

273) UKLR 10.5.1.
274) UKLR 10.2.8 (1) 상장회사의 주된 자회사가 현금대가 지분주식 발행 혹은 부채를 

줄이는 다른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2) 그 발행이 주된 자회사에서의 상장회사의 
지분적 이익을 희석하고 (3) 그 희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그룹의 총자산 혹은 총
이익(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25% 이상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이를 class 1의 거래로 본다.

275) Paul L. Davies, supra note 8,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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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s)”에 해당하는 경우, 즉 (i) 연간 보통주식발행액의 5% 미만일

경우 (ii) 이전 3개년 간 현금출자에 대한 제3자 주식발행이 7.5% 미만

인 경우, (iii) 신주발행시 그 할인율이 5% 이하인 경우는 15개월 이하

로 신주인수권 배제의 수권을 정기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서 할 수 있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렇듯, 신주인수권을 opt-out으로 규정한

국가에서 이사의 신주발행권한을 확대하는 수권은 신주인수권 배제를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2)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 (ABI)의 가이드라인

ABI는 이사에게 신주발행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276)

을 발간하고 있다. 회사법은 신주발행권한을 정관으로 수권함에 있어

서 발행가능주식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ABI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한도는 기발행주식자본(보통주)의 3분의 1보다 작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general authority’) 다만, 이러한 제한이 ‘rights issue’

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277), 2009년 1월에 발

표된 가이드라인은, 전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경우(fully

pre-emptive rights issues)라면, 추가적으로 기발행주식자본의 3분의 1

의 수권(‘additional authority’)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되, 그 수권

은 일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6) ABI, Directors’ Powers to Allot Share Capital and Disapply Shareholders’ 
Pre-emption Rights, 31 December 2008 (amended 30 November 2009).

277) Rights Issue Review Group, A Report to th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by the Rights Issue Review Group, paragraph. 1.25. (Nov 2008) <   
http://www.hm-treasury.gov.uk/prebud_pbr08_rightsissu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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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의 신주발행 권한 규제

1.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승인권한 – 통상의 자본증가

자금조달의 관점에서, 자본의 증가는 신주발행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

의 유입이 있는 유상증자(effective capital increase)와 무상증자

(nominal capital increase)로 나뉜다. 후자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주식배당(bonus share)이 해당된다. Aktiengesetz는 무상증자를 제한한

다. 독일법 하에서 무상증자는 출석 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주

주총회 단순과반수를 요구한다.278) 무상증자 결의로 이루어지는 자본금

(share capital)의 증가는 주주총회 결의가 상업등기됨으로써 효력이 생

기고279) 현재 주주의 지주비율에 따라 주식이 배분된다. 무상증자는 사

실상 배당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따로 문제되지는 않

는다.

신주발행 기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한 사항이

고,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주주총회 단순과반수

를 필요로 한다.280) 또한 자본금이 정관(Satzung)에 기재되어야 하는

까닭에, 자본의 증가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따라서 정관변경을 위한

자본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81) 실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결의는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는 흔히 ‘통상의 자본증가’로 지칭된

다. 회사가 한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

의 없는 자본증가는 그 종류주식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에는 신주발행량과 그 특성을 반드시 정하여

야 한다.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임의사항인데, 다만 액면가액보다

는 높아야 하며, 혹은 경영진(Vorstand)에게 시가에 따라 발행가액을

278) AktG s.207(2)  자본 4분의 3 이상의 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 182(1) AktG, 주
주총회 단순과반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 133 AktG 참조.

279) AktG s.211
280) AktG s.182(1) 다만 회사의 정관(Satzung)에 의해 가중 다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AktG s.133  
281) AktG s.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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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2. 주주총회의 자본증가에 관한 사전 승인

(1) 의의

자본증가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사전 결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주

주가 5년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재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권한을 경영진에게 수권하는 것이다(genehmigtes

Kapital : authorized capital - 인가자본)282). 5년의 기간은 회사법 제2

지침의 art.25(2)에 따른 것이고, 이는 영국법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다른 하나는 주주가 회사법(Aktiengesetz)상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되는 자본증가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이다(bedingte

Kapitalerhöhung:conditional capital increase). 이는 흔히 ‘조건부 자본

증가’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으로, 가령 전환사채나 워런트 사채를 가진

자에게 전환권을 부여하거나 stock warrant를 부여하는 것, 합병을 준

비하기 위한 것, 회사 피고용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것 등이 포

함된다.283) 이 두 가지의 자본 증가는 모두 회의에 출석한 자본금의 4

분의 3의 다수결과, 투표의 단순다수결로 정한다.284)

(2) 인가자본 (genehmigtes Kapital : authorized capital)285)

인가자본은 경영진이 시장의 상황에 따른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을 가

능하게 하고, 회사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주주총회결의의 등

기를 다툴 수 있다286)는 장점을 가진다. 보통 인가자본에서 다툼이 발

282) AktG ss.202-206 
283) AktG s.192
284) AktG ss.193(1), 202(1) (by the majorities of three-quarters of the capital 

represented at the meeting and a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cast.)
285) AktG s. 202(1)(2)
286) Andreas Cahn & David C. Donald, supra note 94, 198-199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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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될 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상 경영진에게 신주발행에 대한 백지위임을 하는 것이 됨으로써

주주의 감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Kali/Salz

판결의 엄정한 요건을 인가자본의 경우에도 차용하려고 했던 1982년

기존 Holzmann 판결287)을 폐기하고, 인가자본의 경우에는 통상의 자본

증가와 달리 이사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할 것을 판시한 1997년

Siemens/Nold 결정288)(BGHZ 136, 133) 이후, 자본증가 수권 결의와

신주인수권 배제를 다투는 사례는 거의 0에 가깝게 되었다.289)

Kali/Salz 판결로 통상의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정당화 이론’을 차용하

여 이사가 신주발행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함에 반하여, 사전자본증가승인인 인가자본의 경우에는

Siemens/Nold 판결로 이사는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목적 및 이유를 추

상적으로만 설명하면 되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인가가 이루어진 당시 자본의 1/2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점 역시 기동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다.290)

인가자본의 경우, 이사의 재량 범위를 정관(Satzung)의 정함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 가령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권 기간, 신주인수권 면

제 여부, 경영진이 in-kind payment를 허용할 것인지, 자금조달한도 등

“Authorized capital has the advantages that any litigation to prevent the 
creation of the shares by blocking entry of the approving resolution in the 
commercial register would be fought well before the crucial date on which 
the company intends to sell the shares.”라고 설명하고 있다.

287) BGH Urt. v. 19.4.1982, BGHZ 83, 319 (Holzmann 판결) : 판지는 “자본증가의 
경우, 주식법 186조 3항에 의해 주주의 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려면, 결의의 
시점에 판단했을 때, 인수권이 배제된 주주에 의해 결과를 정당하게 배려해도, 회사
의 이익을 위해 그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이익의 비교형량과 수
단과 목적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Kali/Salz 판결을 인용하면서, “따라서 
(Kali/Salz의) 법적 사고는.. 통상의 자본증가뿐아니라, 인가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에도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288) BGH Urt. v. 23.7.1997. BGHZ 136, 133 (Siemens/Nold 판결)
289) Andreas Cahn & David C. Donald, supra note 94, 199면.
290) AktG s.202(3)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The par value of the authorised 

capital may not exceed one half of the share capital as the date of such 
authori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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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다.

(3) 조건부 자본증가

전환사채 발행 등 조건부 자본증가의 경우, 장래 사건에 대해 실제로

필요한 한도에서 발행 수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감시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조건부자본을 위한 결의는 자본의 목적 및 주식

을 수령할 자 및 발행가액 혹은 발행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특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91)

IV. 미국 회사법제상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의 통제292)

1. 서설 – 이사회의 신주발행권한

수권자본 하에서 회사의 이사는 신주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미국에서

의 신주발행은, ‘투자를 조건으로 회사의 주식을 판매․지급한다’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지급계약(subscription agreements;이하 편의상

‘신주발행계약’)의 의미를 가진다.293) 신주발행 계약의 조건은 각 주법

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가령 뉴욕주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에서 신주발행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신주발행계약을 법

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294)

한편, MBCA에 따르면 정관을 통해 주주에게 신주발행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295) 또한 델라웨어회사법이나 모범회사법(M.B.C.A)은 수권

291) AktG s.193(2) .
292) Mira Ganor, supra note 7, 715면.
293) Jerry W. Markham et al, Corporate Finance: Debt, Equity, and Derivative 

Markets and Their Intermediaries, 3d (American Casebook Series), WEST, 
2011, 319면.

294) NYBCL s.503.  가령 s.503(b)의 조건
295) MBCA s.6.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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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채택, 즉 정관에서 정한 만큼의 신주발행만을 허용함으로써, 주

주가 신주발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경우, 추가

적인 신주발행은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의결정

족수는 더욱 엄격해서, 주주총회 결의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찬성 및 의결권 있는 각 종류주식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296) 이때,

소수주주를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면, 정관의 정함을 통해 가중 다수결

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297) 또한 다수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지분희석 방지를 다수주주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298)

수권주식과 기발행주식의 차이 내에서, 이사는 주주의 승인 없이 신주

를 발행할 수 있다.299) 이사는 이러한 재량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주

발행 대신 부채를 통해 자금을 형성하는 것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보다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

득 및 처분을 통해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기도할 수도 있다. 자기

주식 취득을 함으로써 이사는 주주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이사가 배당

대신 자기주식 취득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300)

296) MBCA. s.7.25(a); DGCL s.216. 이때 모범회사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정족수를 요
구하고 있는 DGCL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참고로 델라웨어에서의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자 중 의결권 있는 자
의 최다득표자가 이사로 선임된다.

297) MBCA. s. 10.03(e) ; DGCL s.242(b)(2)
298) William J. Carney, Corporate Finance –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ition,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2010.314-315면.
299) Matteo Arena & Stephen P.Ferris, When Managers Bypass Shareholder 

Approval of Board Appointments - Evidence from the Private Security 
Marke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13, 2007, § 3.1 

300)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현금을 분배하는 것이 1980년대 $6.6 billion 이었던 것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거의 $200 billion 만큼 증가했다는 미국의 사례 소개로는 Jesse 
M.Fried, Informed Trading and False Sinaling with Open Market 
Repurchases, California Law Review Vol.93, at 1326. ; 뿐만 아니라 Dell 이나 
Cisco처럼 배당을 해 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Douglas J. 
Skinner, The Evolving Relation Between Earnings,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Th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87, (2008) at 582, 58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낮은 거래비용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보다 효율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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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수권자본의 제한을 피하는 또 다른 중요

한 수단 중 하나는 역주식분할(reverse stock split)을 생각할 수 있다.

역주식분할은 기발행된 모든 주주의 주식을 적은 수의 신주로 대체하

는 것으로, 미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델라

웨어 회사법은 역주식분할에 있어 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301) 이사가 신주발행권한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역주식분할

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주발행은 언제나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간

혹 이사는 자금조달이나 고용인 사기진작 외의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는 경영판단이 비효율적인 방법으

로 수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주주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느 만큼의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

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302)

2. 자금조달이 목적이 아닌 신주발행의 허용여부

이사회는 다른 주주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책 혹은 기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신주발행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이즌필과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

로 top-up option303)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델라웨어 법원은 포이즌필이

임이 명백하다는 설명으로는 Jesse M. Fried, Informed Trading and False 
Sinaling with Open Market Repurchases, California Law Review Vol.93,  
1327-1329면.

301) Blades v. Wisehart, No. 5317-VCS, 2010 Del. Ch. LEXIS 227, at 28-29 (Del 
Ch.Nov. 17, 2010). 그러나 특정한 경우 주주 승인 없이도 역주식분할을 허용하는 
회사법도 있다는 설명으로는 Jesse M. Fried, Firms Gone Dark, 76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09) at.135, 142 

302) 주주의 권한 증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Lucian Bebchuk,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118 Harvard Law Review, Vol.118, (2005) 
at 833. 이에 대해서 주주 우선주의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서 Henry T.C. Hu & Bernie Black, The New Vote Buying : Empty Voting and 
Hidden (Morphable) Ownership, 79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79. 
(2006), at 811 등은 주주의 의결권은 취약할 뿐이라고 한다. (707면)

303) 우호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정량의 주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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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op-up option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의 신주발행 권

한을 조직변경 목적이 없는, 가령 자금조달 등에만 한정하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다. Delaware Supreme Court는 Moran 사건에서 회사 경영

진이 회사 지배권 기타 자금조달과 무관한 사유로 신주발행권한을 행

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304) 최근에도 역시, Delaware Chancery Court

는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책으로서의 포이즌필의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305)

그러나 자금조달 목적 외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신주발행이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

한 소수주주의 구제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대매수청구권은 행사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한계 뿐 아니라,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반대매수청

구권 행사로 적정 가격을 보상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사실상 더 나을 수도 있다.306)

3. 이사회의 신주발행권한의 한계

자금조달 외의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델라

웨어 법원은 일반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포이즌필이나

top-up option의 사용을 긍정한다. 대신 경영진의 신주발행권한을 통제

함으로써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배제하고자 한다. 물론 이하에서

살펴 볼 신주발행의 주주 승인 기타 이사의 신주발행권한에 한계를 가

하려는 시도들은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발행마저 저해하고 기

동성 있어야 할 경영상의 결정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307)

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간이합병에 필요한 90%의 주식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옵션이다. 최근 그 사용이 늘고 있다. 

304) Moran v. Household Int’l, Inc., 500 A.2d 1346, 1351 (Del.1985).
305) Air Prods. & Chems., Inc. v. Airgas, Inc., Nos. 5249-CC & 52660CC, 2011 

Del. Ch. LEXIS 22, at 12 (Del.Ch.Feb.15, 2011) 
306) Peter V. Letsou, The Role of Appraisal in Corporate Law, 39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39, (1998) at 1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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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적 제한

1) 정관의 수권자본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수권자본의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

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308) 수권자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정

관을 통해서 설정된다는 점에서,309) 이사가 보유한 신주발행 권한의 상

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사의 신주발행권한의 상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델라웨어 회사법에서 정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수권자본의 상한이 따

로 있는 것은 아니다.310) 회사 자본의 규모에 따라 주정부에 내야 하는

금액의 양이 달라지기는 하나311) 연간 법인세(annual franchise tax)가

18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공개회사에게는 그

다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한편, MBCA s.6.21(f)는 발행전 기발행 보통주 의결권의 20%에 해당

하는 새로운 주식 혹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승인

(shareholder approval)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장회사의 제한 – NASDAQ, NYSE의 20% 규칙

SEC 규정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NYSE, NASDAQ의 상장 규정은 기

발행주식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발행 혹은 구주의 상장에 있

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312) 자기주식 처분도 신주발행과

307) Mira Ganor, supra note 7, 742-743면.
308) DGCL s. 161 
309) DGCL s. 102(a)(4); DGCL s. 242(b)(2) 
310) DGCL s.218 
311) Delaware annual franchise tax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How to Calculate 

Franchise Taxes, STATE OF DEL., (2011년 9월자), 
<http://corp.delaware.ov/frtaxcal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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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NASDAQ 규정은 긍정하고 있던 반면,

NYSE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긍정하였다.313)

(2) 종류주주총회의 제한 (Class Vote Restriction)

종류주식의 존재는 신주발행권한에 대한 수량적 제한을 우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가령 1:1 이상의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종류주식의 발행은 다른 종류주식의 의결권 지분을

희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델라웨어 회사법 Section 151(e)는

전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전환비율의 크기에는 델라웨어 회사법령

상의 제한은 없다.314) 다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데 있어 미발행

312) NYSE Listing Rule s.312.03; American Stock Exchange Company Guide 
Rule s.712(b); NASDAQ Stock Market Rule s.4310(c)(25)(H)(i)

313) NYSE Listing Rule s.312.03; 자기주식 처분 예외규정에 대해 논란 및 개정을 촉
구하게 된 사건으로 Santander/Sovereign 사건. 2005년 11월 22일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 S.A.는 NYSE의 권고에 따라, Sovereign Bancorp, 
Inc.과의 투자 협정(Investment Agreement)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주된 
수정 내용으로는, Sovereign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Santander의 지분을 19.9%
에서 24.9%로 증가시키려던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당초 
목표했던 24.9%의 지분율을 달성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애초 20% 이상의 신
주발행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NYSE 상장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
여, ‘자기주식처분의 예외(treasury share exception)’를 이용하려고 했던 
Santander/Sovereign의 행위에 대해서, Relational Investors LLC나 Franklin 
Mutual Advisers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하 투자자 그룹)은 소버린이 주주의 권리를 노
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에 기한 것이다. 이후 2006년 12월 SEC는 NYSE의 
Listed Company Manual 상의 ‘treasury share exception’을 가능케 하던 NYSE 상
장규정 s.312.03 및 312.04를 개정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SEC, No 
34-54999, File No. SR-NYSE-2006-30 (2006년 12월 21일 공표) < 
http://www.sec.gov/rules/sro/nyse/2006/34-54999.pdf> 및 Boadilla del Monte, 
Material Fact (2005년 11월 22일 작성) <http://www.santander.com/csgs/StaticBS
?ssbinary=true&blobtable=MungoBlobs&blobkey=id&SSURIsscontext=Satellite+Ser

ver&blobcol=urldata&SSURIcontainer=Default&SSURIsession=false&blobwhere=
1278680847054&blobheader=application%2Fpdf&SSURIapptype=BlobServer> 참
고.

314) DGCL s. 1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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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가 충분할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보통 전환우선주에 투자하는

벤쳐캐피털펀드의 경우, 장래 보통주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회사가 일정

량의 보통주식분을 남겨둘 것을 요구하게 된다.315) 그러나 실제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우선주 주주는 전환되었을 경우의 보통주 주주와 같은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한 예로 수권주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 15 million의 투자에 대해

보통주 발행 대신 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투자자가 신주발행 혹은

기타에 대한 주주의 승인 없이 91%의 지분으로 가지게 된 The

Design Within Reach, Inc. 사례가 있다.316) 대신, 이 경우 수권자본의

수량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우선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따라서 델

라웨어에서의 간이합병(a short-form merger)과 같이317) 종류주주총회

의결이 요구되고 이 때 각 종류주주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 하고, 따

라서 종류주식의 존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희석 가능성을 부분적

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3) 약정 혹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신주인수권을 통한 통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이상, 포이즌필이나 top-up option 등

의 수단은 무력한 것이 된다. 델라웨어 회사법은 신주인수권을 ‘opt-in’

형식으로 규정하여 신주인수권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정관이나 주주간

약정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315) Model Stock Purchase Agreement of the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s. 2.5 참고. 

316) Letter from Brian E.Covotta, O’Melveny & Myers LLP, in response to 
comment letter fo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vailable at 
http://sec.gov/Archives/edgar/data/1116755/000119312509220615/filename1.
htm (2011년 9월 기준)

317) 델라웨어와 달리, 캘리포니아 등 MBCA를 따르는 州의 경우, 일반적인 법령상의 
합병(long form merger)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CAL.CORP.CODE (2009) s. 1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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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본 회사법제상 이사의 신주발행 권한의 통제

1. 신주발행권한의 귀속 -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신주발행을 회사지배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았던 1950년 개정

전의 일본 상법은 신주발행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었다. 가령

주식회사의 자본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한편318), 신주

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주주총회 결의

를 거쳐야 하며319) 이 때의 주주총회 결의는 두수주의가 가미된 엄격

한 다수결로, 의사정족수로서 총 주주(의결권 없는 주주 등은 제외)의

절반 이상과, 자본(의결권 없는 주주 등의 주식금액은 제외)의 절반 이

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참석을 요하고, 의결정족수로서 참석 주주의 과

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이었다.320)

이후 1950년 개정상법은 회사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성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여, 자본액을 정관 기재사항에서 삭제하고, 신주발행의

기본틀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되, 발행가능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

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회의 신주발행 권한을 일부 제한

하는 형태를 취한다.(소위 ‘4倍数規則’)321) 그러나 수권자본 관련 4배수

제한은 현행 일본 회사법상 주식병합 등을 통해 탈법적으로 그 한계를

넘는 것이 가능하고322), 결국 저가발행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

318) 1950년 개정 전 일본 상법 제166조 제1항 제3호
319) 1950년 개정전 일본 상법 제342조 제1항, 제343조 제1항
320) 1950년 개정전 일본 상법 제343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내지 제3항
321) 현행 일본 회사법(平成17年7月26日 日法律 第76号) 제37조 제1항, 제113조, 제

199조 제1항, 제2항 및 제201조 제1항. 다만 주식양도제한회사에 대해, 2001년 개정 
회사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신주를 인수하는 자' 및 '주식의 종류 수' 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
하는 대신, 수권주식수에 대한 4배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32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에 따르면, 발행가능주식총수에 관
한 일본 현행법 등기실무에서, 주식병합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정관
변경의 절차가 없는 한 발행가능주식총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곧 
발행가능주식총수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전술했던 모크 사례는 발행주식수를 최대 5.5배로 증가시켜 최대 11억7400만
엔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한 바 있다. (日本経済新聞2008年10月23日14면) 이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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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증자도 소규모 증자와 마찬가지로 별

다른 제한 없이 이사회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이를 대처하기 위한 개정 움직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주발행

을 별도의 규제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것과 제3자 배정시 정보 공개

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것으로는

2009년 8월 24일에 시행된 개정 ‘東京証券取引所　有価証券上場規程’

(이하 ‘동경증권거래소상장규정’) 및 2009년 12월 11일 시행 ‘企業内容

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이하 ‘공개부령’)이 있다. 또한 대규모증자

규제 및 정보공시 측면에서 현행 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11년 12월 14일 일본 法務省 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

(이하 ‘회사법제부회’)은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이하

‘회사법 중간시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323)

2012년 8월 회사법 개정을 위한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案」

(이하 ‘요강안’)을 발표하였다.

2. 제3자배정 규율 관련 최근의 개정

(1) 2009년 8월 24일 시행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

1)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처분(이하 ‘신주발행 등’; 募集株式等の

割当)324)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募集株式引受人)가 신주발

하려면,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에 있어서 발행가능주식총수(주식병합후의 발행가능주
식총수)는,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의 의사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8월에 발표된 회사법 개정 요강안은 주식병합을 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야 하는 사항으로 병합비율, 병합효력발생일뿐만 아니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의 발행
가능주식총수'를 추가하고, 또한 이러한 내용의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23) 관련 논의로 <http://www.moj.go.jp/shingi1/shingi03500005.html> 에 게재된 
日本 法務省 会社法制部会 검토자료, 특히 2012년 4월의 「企業統治の在り方に関す
る個別論点の検討」　및 6월의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の作成に向けた検討」
가 대규모증자에 관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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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등을 행할 때에는, 현행 상장규정상의 적시공시규제(適時開示規

制)325) 외에도, 개정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은(이하 ‘동경증권거래소상

장규정’)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지배주주에게 제3자배정 형태로

신주발행 등을 실시하는 것을 결의하는 경우, 그 결정이 해당 회사의

소수주주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해관계없는 제3자

의 의견을 구해 이를 적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26)

둘째,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으로 신주발행 등을 실시한 결과, (i) 제3

자에게 배정된 의결권이 총 주주 의결권 수의 25% 이상인 경우, 또는

(ii) 해당 제3자배정증자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

는 경우는 경영자로부터 독립한 자로부터 해당 제3자 배정 증자의 필

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신주발행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등에 의한 주주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

장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업행동규범(道守すべき事項)’의 하나로서 요

구된다.327)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선보고서의 제출’328), ‘공표조치’329) 및

‘상장계약위약금’330)의 지급이 강제되어 일정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

을 것이라고 한다.331) 대규모증자로 지배권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 주주

에 대한 고도의 설명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 때 지배주주의

변동이란 시행규칙 제3조의2 정의규정에 따라332), 의결권 총수의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i)의 ‘25%’라는 비율(신주발행 등이 이루어진 후 의결권

비율이 20% 이상으로 되는 경우)은 미국 NYSE 상장규정인 20%에 비

324)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2조 84호의2.
325)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402조 1호 a. 同規程施行規則 402조의2.
326)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441조의2 제1항 1호과 제2항, 402조 1호a.
327)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402조의2 제2항 3호. 개정상장규정은 기존의 ‘주의권고제

도’를 폐지하고, 상장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주권리의 부당한 제한 등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사유’ 및 ‘바라는 기업행동규범’과 ‘준수해야 하는 기업행동규범(道守すべき
事項)’으로 구별하였다.

328)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502조, 503조
329)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508조 1항 1호.
330)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509조 1항 1호.
331)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33면.
332)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施行規則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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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데, 이는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 발동요건

이 주식취득 후 총 의결권 20% 이상인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

고 설명되고 있다.333)

마지막으로 제3자배정으로 발행되는 모집주식 등의 희석화 비율334)

이 300%를 초과할 경우, 주주․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폐지대상으로 정하였다.335) 이는 수권자

본제도의 4배수 제한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제3자배정

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변동이 생긴 후 3년 이내에 회사․지배주주 간

에 건전성을 현저히 상실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장을 폐지하

는 것으로 하였다.336)

2) 시행 이후의 문제점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상장규정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한다.337) 먼저 (i) 지배주주의 변동을 초래하는 제3자배정증

333) 上場制度整備懇談会, "安心して投資できる市場環境等の整備に向けて", (2009년 4
월) <http://www.tse.or.jp/listing/seibi/b7gje60000005zc9-att/seibi.pdf)에 따르
면, 채택되었던 25%안 외에도, NYSE 상장규정과 같은 20%안, 공개매수규제와 같은 
수준인 50%안 및 지배주주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총 의결권수의 100% 이상이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본문상의 이유로 25% 안이 채택되
었다고 한다. 2006년 9월 동경증권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上場制度整備懇談会(이하 
‘간담회’)는 상장규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검토결과를 모아 2009년 4월 23일 
보고서, "安心して投資できる市場環境等の整備に向けて"를 작성함과 함께, 이 보고서
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상장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간담회의 구체적 논의
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http://www.tse.or.jp/listing/seibi/discussion.html 
참고. 上場制度整備懇談会 <http://www.tse.or.jp/listing/seibi/discussion.html>

334)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施行規則 435 조의 2 제 1 항. 희석화 비율이란 당해 제3
자배정에 의한 신주 등에 관한 의결권의 수(잠재적 주식의 의결권 수를 포함)를 당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을 결정하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의결권의 수(잠재적 
주식 제외)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말한다.

335)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601조 1항 17호, 다만 희석화 비율이 일률적이어서 과잉규
제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단서조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나 주주의사
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타 동경증권거래소가 주주․투
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정
하고 있다. 

336) 東証․有價証券上場規程 601조 1항 17호, 9호의2, 施行規則 601조 13항 6호, 9항.
337)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35-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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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주주를 납득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자의 의견을 구하거나 혹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

는 규정이 과연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대부분의 사례는 외부 감사 및 사외이사의 의견을 구하는 수단이 마련

되어 있으며, 독립된 제3자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것 역시 발행회사 경

영진이 의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또한 (ii) 동경증권거래소상장규정의 규제 기준이 되는 희석화비

율 25%를 약간 밑도는 제3자배정증자(24.7%-24.9%)의 사례가 6건 정

도 발견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규제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2009년 12월 시행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

2009년 12월 11일 시행된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은 위 동

경증권거래소상장규정 개정과 비슷한 취지에서 제3자배정 관련 공시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

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38)

먼저 제3자배정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i)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예정된 제3자의 상황(발행회사와 그 제3자와의 관계, 선정 이유

및 발행예정 주식 수 등)339) (ii) 발행된 주식 등의 양도제한이나 발행

조건(발행가격의 산정근거, 저가발행 해당 유무 및 판단근거)340)의 기

재를 요한다.

특히 대규모 제3자배정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341) (i) 대규모 제3자

338) 신구조문 대조표는 http://www.fsa.go.jp/news/21/sonota/20091211-4/02.pdf 
참고.

339)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 ( 23-3 )
340)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 ( 23-5 ) 
341) 특이한 개정사항으로는 신주를 인수하는 자의 신원을 담보하기 위해, 인수인 혹은 

투자권한 및 지시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진 자가 반사회적 세력이 아닌지 등에 관한 내
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점이다.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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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으로 25%이상의 희석 혹은 지배주주 변동이 생기는 대규모제3자

배정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342) (ii) 대규모 제3자배정

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하여야만 하는 이유와 이것이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며343) (iii) 대규모 제3자 배정을 행하는 경우 판단과정, 즉 경영자

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부터 해당 대규모 제3자배정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344)을 요구하고 있다.

3. 일본 회사법의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동경증권거래소 규칙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변화는 공개회사의

신주발행 등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때, 이를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

의 관점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해, 일본 회사법은 여전히 ‘업

무집행사항’으로 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345) 이에 2011년 12월 14일 일

본 법무부 民事局 회사법제부회에서 공표한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

한 중간시안(会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은 공개회사가 실시하

는 일정한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등에 대해 (i) 일정규모

이상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 및 (ii) 신주발행에서

의 정보충실의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때 ‘제3자배정’이란 공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개회사’란 회

사법상의 개념으로 양도제한없는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도 포괄하

는 것이라는 점이다.

342)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23−6）
343)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23−8）
344)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第 2 号様式（23−8）b
345)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17-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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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승인권 관련 논의의 정리

1) 2011년 중간시안346) 및 보조설명347)

중간시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이 중 A안이 신

주발행에 있어서 주주의 의견을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안이었으나, 자

금조달 기동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방안 : 지배주주의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총

회의 보통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주주 의

결권의 100분의 3이상의 의결권한을 가진 주주가 일정 기간 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

의 생략이 인정된다.

B방안 : 지배주주의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 총주주 의결권의 4

분의 1이상의 의결권한을 가진 주주가 일정 기간 내에 반대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필요로 한다.

C방안 : 현행법상 규율을 유지하고 지배주주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이

사회 결의를 얻도록 한다.

중간시안 보조설명에 따르면 A안은 일본 회사법 제426조의 이사회의

임원 등의 책임 일부면제에 관한 규율과, 이사 선임결의에서 보통결의

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의 변동은 곧 이사의 선임결의348)

346) 日本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 (2011년 12
월), <http://www.moj.go.jp/content/000082647.pdf>

347) 日本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11년 12월), <http://www.moj.go.jp/content/000082648.pdf>

348) 일본 회사법 제309조 제1항 및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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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다는 측면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B안은 간이흡수합병에

서, 일정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반대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

어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는 점349)을 참조하여, 이와 같

은 형태의 규율을 설계하였다고 한다.

B안 역시 지배주주의 변동은 곧 이사선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보통결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써

신주발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반대통지를 할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보통결의 요건

에 대해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의결권

수 산정방법은 법무성령에 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A안의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생략할 수 있게 정하는

경우가 태반이 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A안과 B안은, 대

규모증자 허가 절차로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결권 100분의 3이상 주주에게 부여할 것인지 혹은 4분의 1이상의 주

주에게 부여할 것인지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회사법제부회의 2012년 4월 검토자료350)

회사법제부회의 2012년 4월 검토자료 역시, 다수의 의견이 지지하고

있는 A안과 B안, 이 둘의 실질적 차이는 (i) 주주총회 결의 생략 요건

으로서 '이사회가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분과 (ii)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기 위한 반대통지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회사법제부회 4월 검토자료에서는 ‘지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제3자배

349) 회사법 제796조 제4항 ④ (전략) 법무성령이 정하는 수의 주식(전조 제1항의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주주가 다음 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합병 등에 반대하는 취
지를 존속 회사 등에게 통지한 때에는 당해 존속회사 등은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주
주총회의 결의로 합병 계약 등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50) 日本 法務省 会社法制部会, 「企業統治の在り方に関する個別論点の検討」, (2012년 
4월 18일 개죄). <http://www.moj.go.jp/shingi1/shingi049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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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위에 대한 당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먼저, 신주발행으로 인

수인이 가지게 되는 의결권의 비율이 총주주의결권의 3분의 1를 초과

하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3분의 1'이라는 것이

지배권의 변동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

는 견해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위 A안 또는 B안의 적용 예외대상으로서의 '공모'의 의

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공모'시 증권

회사가 인수인이 되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율대상에서 제

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라 하더라도 인수인인 증권회사가 발행인

이 지정한 자에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소위 ‘親引け’)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를 요하는 취지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회사법제부회의 2012년 6월 검토자료351)

이후 2012년 6월 회사법제부회 검토자료는 위 ‘일정기간’을 ‘통지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수정된 A안을 제시하

고 있다. 6월 검토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안의 고갱이는 다음과 같다.

수정된 A방안은, 기존 A방안과 달리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문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필요’

부분을 삭제하고, 총주주의결권의 10분의 1이상을 가진 주주에 한하여

반대 통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점에 특징

이 있다.

수정된 A방안 : 총주주 의결권의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352)가

통지 또는 공고 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집 주식의 인수에 반대

하는 뜻을 통지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353)가 필요하다. 그러나

351) 日本 会社法制部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の作成に向けた検討」, (2012
년 6월 13일 개최) <http://www.moj.go.jp/shingi1/shingi04900138.html>

352) 다만 정관으로 이를 하회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53) 이때 주주총회는 특정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 등 또는 해당 특정인수인간의 제

205조의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새로운 B안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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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 상황이 크게 악화되거나 회사의 존속을 위해 긴급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정된 B방안 : 법무성령이 정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통지 또는 공고

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집 주식의 인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때에는 (특정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 등 또는 해당 특정인수인간

의 제205조의 계약의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여

기서 말하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수로 총주주 의결권의 4 분의 1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시안은 배정상대방이 기업집단일 경우 ‘지배권의 변동을 수

반하는 제3자배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가령 인수

인이 그 자회사 등과 협력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기 ‘지배권 변

동을 수반하는 제3자배정’의 판단기준으로서 '과반수' 혹은 '3분의1 초

과' 등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자회사의 지분수를 가산해야 하는지 여

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6월 회사법제부회

검토자료는 의결권비율은, 인수인의 의결권뿐만 아니라, 인수인의 자회

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지주수를

가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발행 등과 동일한 규율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배정’

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수인의 의결권 수 역시, 해당 신주예약권이 행

사된 경우 인수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수의 최대를 기준으로 한다

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4) 2012년 8월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발표35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2012년 8월 1일 요강안을 발표하였다. 앞서

살펴 본 6월 검토자료의 '수정된 A안'을 기본으로 한, 요강안의 ‘公開

354) 日本 会社法制部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2012년 8월 1일 개최) 
<http://www.moj.go.jp/shingi1/shingi04900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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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における募集株式の割当て等の特則’은 “공개회사의 (i) 지배주주 변

동을 수반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 (ii) 총주주 의결권의 10분의 1이상의

의결권한을 가진 주주가 (iii) 일정 기간 내 반대 통지를 한 경우에 한

하여 (iv)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혹은 회사의 존속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요건 별로 살펴보면, 먼저 (i)은 “(당해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게 된 의결권 비율 + 당해 인수인의 자회사 등이 보유한 의결권

의 수)/(당해 신주발행등의 인수인 전원이 그 인수한 주식의 주주로 되

는 때의 총주주의 의결권 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ii)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주주 의결권의 10분의

1을 의미하며, 정관으로 이보다 하회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iii) 일

정기간이란 ‘통지일 및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를

의미하며(다만 공개회사가 金融商品取引法 제4조의 신고를 하고 기타

주주 보호에 부족함이 없다고 법무성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때에는 법무성령이 정한 날로부터 2주 내),

(iv) 이 때 주주총회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해당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3) 신주발행의 필요성 및 상당성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

제3자배정증자와 관련하여, 현행 일본 회사법이 ‘모집주식의 배정시

통지․공고를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집주식의

수․납입금액․납입기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355) 그러나

지배주주의 변동을 경영자가 아닌 주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355) 회사법 제201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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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유지청구권이나 위의 주주총회 승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의 공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56)

이에 대해 요강안은 발행인의 모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등으로 지배주주변동이 생기는 경우 공개회사는 납입기한 또는 납입기

일 2주 전에 (i) 인수인의 성명․명칭․주소 및 (ii) 인수인이 가지게

되는 의결권의 수 기타 법무서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통지 또는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요강안은 애초 중간시안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강제하는

것에 그치고, 중간시안이 추가적 공시대상으로 언급했던 (a) 인수인에

게 발행하는 신주 등의 의결권의 수, (b) 이사회의 결정 내용, (c) 이사

회의 결정 내용과 다른 사외이사의 의견, (d)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357) 또한 일설에서는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하려는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제3자배정이

라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배정 상대방 및 그 자를 선정

한 이유․증자수취금의 용도․조달금액과 해당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의 관계 등과 같은 것을 예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58), 아직

회사법 차원에서는 이러한 공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356) 日本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11년 12월, 20면.

357) 日本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11년 12월, 21면.

358) 中村信男, supra note 214, 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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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小結 - 會社法制上 新株發行 規制에 대한 提言

I.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의 촉진

1.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주주는 (i) 일정규모 이상의 신주발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거나, (ii)

신주인수권의 배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주발행 절차에 자신의 의사

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iii)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어떠

한 형태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다. 가령 영국의 회사법처럼,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것은, 회사법상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사안별로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지, 일정 정족수를 충족하여 표출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신주

발행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 법은 (i)과 (iii)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며, (ii)에 관련된 주주의 승인권 역시 정관으로 한 번 정하고

나면,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할 때까지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신주발행 관련 절차에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매우 곤란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안의 모색

(1) 일정 규모 이상 신주발행에 대한 승인권

NYSE 상장규정의 경우, 20% 이상의 신주발행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

어야 하는 것을 주권상장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장규정은 모범

회사법359) 기타 회사법에 규정된 ‘기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있어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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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일반회사에 비해 상장회사의 신주발행은 보다 엄격히 규

제하고 있다. 영국 상장규정은 총자산의 25% 이상을 처분하는 것과 동

일한 효과를 가지는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9년 상장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발행주식의 25% 이상

에 해당하는 제3자배정이 있을 경우 및 지배주주의 변동이 생길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로 상장계약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소 관대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주발행을 지배주주의 변동이 생기는 측면을 고려

하여 이사 선해임시와 유사하게 규율할지, 회사의 중요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 혹은 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변경과 유사하

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비단 신주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이 되어야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되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승인

요건으로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될 것

이다.

2012년 일본의 회사법 개정 요강안은 전자와 관련해서, '과반수 지분

을 보유한 주주가 변동된 경우'와 '3분의 1을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변동된 경우' 중 '과반수안'을 택하였으며, 이 때의 지분 계산

에 있어, 신주인수인의 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관련해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이의

를 제기했을 때'와 '4의 1 이상의 주주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가 대립

되었다. 전자의 안은 이사회의 임원 등 책임 면제에 관한 회사법 426

조를, 후자의 안은 간이흡수합병 반대주주에 관한 회사법 제796조 규정

을 토대로 했다고 한다. 개정 요강안은 이 중 전자의 안을 기초로 하

되,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총주주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의결권

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는 뜻을 통지한 때'에 지배주주 변동을 수반하

359) MBCA s.6.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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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주발행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다

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내용은 일본 회사법에 관한 것으로, 상장회사

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의 수권

신주인수권을 'opt-out'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 이

사가 재량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신주발행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이 제3자 배정보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 역시 정관의 정함을 통해, 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다.

영국의 경우, 정관의 정함을 통해 이와 같은 재량을 부여함에 있어,

이러한 이사 재량의 허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 때 발행주식수

의 한도 역시 정관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이사의 신주인수권 배제 권한

이 영구히 수권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드

문 것이 아니다. 독일의 주식법 역시, 특별결의를 요구한다는 점 외에

는 영국 회사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60).

신주발행과 관련해서 주주의 참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60) 독일 회사법은 주주가 5년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재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권한
을 경영진에게 수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ktG s.202 - genehmigtes Kapital 
: authorized capital:인가자본). 1997년 Siemens/Nold 결정에 따르면, 인가자본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주인수권 배제의 정당성을 보다 쉽게 인정되게 된다. 즉 통
상의 자본증가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려면 Kali/Saltz의 판결에서의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인가자본 범위 내에서는 신주인수권 배제의 정당성을 보다 쉽
게 인정되고, 실제로 자본증가 수권 결의와 신주인수권 배제를 다투는 사례는 거의 0
에 가깝게 된다. 소위 인가자본은 경영진이 시장의 상황에 따른 기동성 있는 자금조
달을 가능하게 하고, 회사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주주총회결의의 등기를 다
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상의 설명은 Andreas Cahn & David C. Donald, 
supra note 94, 198-1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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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상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주발행을 회

사의 조직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재무 관련 사항

이라고 보더라도, 재무제표 승인시마다 주주가 이익배당 등의 타당성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하면, 현행 상법이 신주발행 결정 과정에

있어 주주 참여를 인정하는 정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II. 주주배정에 있어서 주주 권리의 보호

1.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신주발행의 지분희석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주주배정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지

(opt-in/opt-out),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주

인수권이 인정될 때 유동성(양도가능성 및 증권화여부)이 얼만큼 인정

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그 양도성이 강제되지 않고, 신주인

수권을 불행사 했을 경우의 실권주 처리를 단순히 이사회의 재량에 맡

기고 있으며, 주주배정의 경우 그 발행가액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비

교법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한 형태의 신주인수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및 2012년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65조의3에 따르

면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강제 및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제3항) 실권주 처분시 이사회의 재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배정

이라 하더라도 발행가액규제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제2

항) 신주발행 공정성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

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권리행사에

게으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실권

주 발생시 그 발행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분희

석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권주 발생시 그 발행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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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희석의 문제

는 여전히 남는데, 이는 실권주를 특정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과 양

적인 차이가 날 뿐이다

2. 신주인수권의 불행사시의 행사율 제고를 위한 대안의 모색

(1) 상법상 신주인수권 양도성의 강제

영국 회사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양도가능한 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며, 양도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 배제결의와 똑같이 주

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

주배정시 실권율을 낮추게 될 것인바, 단순히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

(2) 잔액인수로 인한 추가적 이익의 주주 귀속

영국의 상장회사는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

를 받는다. 즉 주주 혹은 우선매수권을 양수한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인수권을 증권의 형태로서(nil-paid right)

시장에서 매매하고 그 현금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회

사법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실권주가 발생해도 그 발행을 철회할 필

요가 없는 사유로, 독립적 지위에 있는 인수인으로서 투자매매업자가

잔액인수 방식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이사회

가 자의적으로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희석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한계가 있다. 위 영국 상장규정을 참고한다면, '발행회사는 투자매매업

자가 잔액인수로 얻은 추가적인 이익이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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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주주가 행사하지 않은 신주

인수권은 증권의 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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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新株發行에 關한 法院의 統制

第 1 節   序   說

우리 상법에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이 유입될 때마다 신주인수권 법리

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의 의무론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다.361) 그러나 신주발행 기타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

한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고양시

켜야 한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시장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일 때 타당성을 얻는다. 앞서 보았듯, 우

리의 신주발행 규제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주주 권익 보호 측면이 상

당히 소홀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법원의 입장이 주주의 이익

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

다.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회사

법제는 2006년 회사법 대개정을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를 성문법의 규

정으로 현출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은 이사

가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

는데, 영국 판례가 신주발행에 관련한 이사의 신인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상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미국 신

인의무론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Rossette 판결(2006)과 Gatz 판결(2007)은, 신주발행과 관련된

소송 형식을 대표소송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미국 법원

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이사 및 다수주주의 신

361)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증권법연
구 제7권 제2호, (2006); 同旨 신우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의 법적 문제점,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28호) 2007. 
3.;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6. 11. 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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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무 일반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위 두 판결의 판시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신인의무론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만큼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비슷한 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

할 만 하다. 특히 영미법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례인 불독소스판결은 주주평등원칙의 의미를 구체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독소스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내문

헌이 소개를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간단한 언

급을 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외국 판례의 태도를 부분적으로 소개한 것을 참고

하여, 제3절에서는 신주발행 관련 행위의무의 주체 및 의무의 상대방을

이사 외의 자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함과 동시에 그 확대

근거로서 실질적 평등원칙의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신주발행, 특히 주주배정 관련 행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판단 하에, 영국의 판례를 참고하여 주주배정의 발행조건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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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2 節 外國法院의 新株發行 關聯 理事行爲 統制 

제 1 관 영국의 경우

I. 개 관

영국 회사법은 엄격한 형태의 신주인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주인

수권 규정과 달리, 법원 및 시장에 의한 통제는 시장의 기대에 쉽게 부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특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법 개정에 비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유연성 및

적합성은 바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희생시킨 결과라는 점이다. 또

규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

는 요건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362)

영국 회사법은 엄격한 형태의 신주인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모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따라 신주인수권 규정의 법적 타당

성에 대한 검토가 2006년 회사법 개정 즈음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특

히 신주인수권 규정을 완화하고, 신주발행 규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인 태도가 회사법상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

었으나,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존 회사법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되 다

만 신주인수권 법리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soft law’의 개정

을 하는 것에 그쳤다.363)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공개회사 사무에 관한 법원

의 내부적 간섭을 꺼려왔던 점, 주주는 소송보다는 예방적인 규제방식

을 원한다는 점 및 기관투자자가 훌륭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 등364)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62) F.Modigliani and E.Perotti, Security Markets Versus Bank Finance : Legal 
Enforc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e, 
Vol.1, (2000), at 81. 

363) Paul Myners, supra note 104, 15-30면.



- 133 -

이하에서는 제3자배정과 주주배정에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Ampol

사건 (1974)과 Mutual Life Insurance 사건 (1985)을 각각 살펴 보고,

주주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인 Kohli v. Lit 사건 (2009) 및 Kohli 사건

이 인용하고 있는 이전의 중요판례의 판시를 살펴봄으로써 영국 신주

발행에 있어서 이사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판례에서 언급된 이사 의무 기타 일반적 법리에 해당하는 2006년

회사법 규정, 가령 적정목적원칙 등 이사의 신인의무, 신주인수권 법리,

부당하게 침익적인 행위금지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신주발행 관련 영

국 판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신주발행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례

1. 제3자 배정 관련 - Ampol 사건 (1974)

1) 사실 관계

대표적인 사례인 Howard Smith Ltd v Ampol Petroleum Ltd365)는,

RW Miller (Holdings) Ltd을 인수하기 위해 Howard와 Ampol간의 경

쟁이 붙었는데, Miller의 이사가 Howard에게 $10m 상당의 신주를 발

행한 것에 대해, Ampol이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문제 삼은 사건이다.

Ampol은 Miller의 55%의 지분을 소유한 다수주주였는데, Miller의 이

사는, Howard의 인수제의가 보다 호의적이라는 점, 그리고 장차

Ampol의 지배하에 놓일 것을 두려워 한 결과 Howard에게 신주를 발

행하여, 당시 지배주주이던 Ampol의 지분이 55%에서 36%로 변동되었

다. 이에 Ampol은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신주발행의

효력을 문제삼았다. 법원은 Howard에 대한 신주발행은 적정목적원칙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364)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140-150면.
365)  Howard Smith Ltd v Ampol Ltd (1974) A.C. 821 at 837,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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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 내용366)

① 기본 원칙 - ‘적정목적’의 의미

“이 사건 회사 정관 제8조에 따라 이사는 신주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정관상 권한은 수권된 것(a fiduciary power)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가 유효로 보일지라도, 수권된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367)

② 적정목적범위 내인지 판단 기준

판시한 바를 요약하자면, 이 사건 법원은 (i) 신의성실하게 권한을 행

사한 경우, 그 권한 행사는 유효라는 입장과 (ii) 자본조달이라는 수권

목적에 어긋날 경우의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입장의 절충안을 택하였

다. 먼저 전자의 관점에 대해, 이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

히 적정목적위반이 되지만, 이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

여, 그것이 반드시 적정목적에 합치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이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할 것(bona fide in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s a whole)’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법원의 절충적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사가 일부 주주만을 부적절하게 우대하는 등

부분적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곧 유효성이 부정될 수

366) 이하의 분류는 필자가 편의상 나눈 것이고, 항목별 내용은 판시내용을 직역․완역하
거나 요약한 것들이다.

367) “The directors, in deciding to issue shares, … acted under clause 8 of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 the issue was clearly intra vires 
the directors. But, intra vires though the issue may have been, the 
directors’ power under this article is a fiduciary power.: and it remains the 
case that an exercise of such a power, though formally valid, may be 
attacked on the ground that it was not exercis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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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368)고 판시하였다.

③ 심리 과정

“법원은 이사의 권한 행사의 실질적 목적, 즉 이사가 신주를 발행한 실질

적 목적(the substantial purpose)을 심리한 후, 그 실질적 목적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이사 측의 신의성실하게 행동

했다는 주장을 믿어야 하며, 이사측 주장이 입증되면, 경영에 있어서의 그들

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해당 사건을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

하여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369)”

④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이사의 신주발행은, 단지 Ampol 등 다수주주(a majority)의 의결

권을 희석하기 위한 것임이 자명하다. 회사의 정관(the constitution of a

limited company)은 통상적으로 이사에게는 경영권을, 그리고 주주에게는

이사 선임 및 경영 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사는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의사에 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이사가 단순히 기존의 다수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목적, 혹은 새로운 다수주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수권된 권한(a

368) “No more, in their Lordships’ view, can this be done by the use of a 
phrase-such as ‘bona fide in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s a whole’, or 
‘for some corporate purpose’. Such phrases, if they do anything more than 
restate the general principle applicable to fiduciary powers, at best serve, 
negatively, to exclude from the area of validity cases where the directors 
are acting sectionally, or partially : ie improperly favouring one section of 
the shareholders against another…”; 강조는 필자. 일부에 대한 편파적 취급은 
곧 부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69) “…it is then necessary for the court, if a particular exercise of it is 
challenged, to examine the substantial purpose for which it was exercised, 
and to reach a conclusion whether that purpose was proper or not. In 
doing so it will necessarily give credit to the bona fide opinion of the 
directors, if such is found to exist, and will respect their judgment as to 
matters of management; having done this, the ultimate conclusion has to 
ba as to the side of a fairly broad line on which the case falls.”; 강조는 필
자. 이사 측 주장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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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uciary power)을 사용하는 것은 정관에 반한다(unconstitutional).”

3) 당해 판결에 대한 영국에서의 평가

① 신주발행

만약 신주발행의 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수적인 결과가

기업인수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희석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이사의 신주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370)

이 사건은 이사의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조달이라기 보다는

Ampol의 기업인수(takeover)를 저지하려는 것이 명백한 것이었다. 참

고로, Ampol 사건은 이사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지배주주의 지

위를 박탈한 것이었는데, 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경우에도 적정

목적원칙에서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371)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

업인수를 성사시킬지 혹은 반대할지의 판단은 주주의 영역에 속해 있

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현재 기

업인수에 관한 City Code의 기본 입장으로 채택되어 있다고 한다.372)

② 판단요소로서 이사의 주관적 의도 참작 여부

적정목적기준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판단으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즉 해당 사건에서처럼, 신주발행의 목적이

기존의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희석하여, 그 지배적 지위를 이동시키는

제3자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그 이사가 회사의 이익

370) Paul L. Davies, supra note 8, 2006, 501면.
371) Winthrop Investments Ltd v Winns Ltd (1975) 2 N.S.W.L.R. 666, NSWCA.  

주주는 정관변경 및 이사 해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영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
제한의 권한(ultimate control)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372)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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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self-interest)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 이사의 신주발행은 적정

목적원칙을 위반한 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373) 다만 심리과정에

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판시를 하고 있어, 이사의

주관적 의도가 판단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

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③ 신주발행 목적의 적정성 판단 기준

문제된 행위의 목적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회사의 정관

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운영 절차 및 규칙 등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a matter of construc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에 따른다고

한다.374)375) 다만, 이 때 정관이 정하는 목적은, 정관 조항의 문헌적 해

석에 따르기 보다는, 정관 전체로써 파악되는 이사와 주주간의 권한 배

분 등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376) 회사의 정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곧 회사의 종류에 따라 적정성 판단기준이 달라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77) 가령 거의 조합과 유사한 소

규모회사에서 이사가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정목적원칙

은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373)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1면.
374)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2면.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Re Smith and 

Fawcett Ltd (1942) Ch 304 (Court of Appeal)는 회사 정관의 단어에 얽매이지 말
고 그 진실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또한 회사별 특징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375) 영국에서 회사의 정관(the constitution)은 회사의 목적(the aims and power) 등
을 기재한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회사 운영 절차 및 규칙(the rules 
and procedures for running the organisation) 등을 기재한 Articles of 
Association으로 이루어진다. Companies Act 2006. s.3, s.7, s.8, s.9, s.18. 여기
서는 편의상 ‘정관’이라는 말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376) Howard Smith Ltd v Ampol Ltd (1974) A.C. 821 at 837, PC.     
377)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3면.



- 138 -

에, 신주발행에 있어서 ‘일부 주주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적정목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흔히

영미법에서 주주평등원칙은 일반적 법리로 쓰이기보다는 판례 등을 통

해 구체화된다고 설명하곤 하는데,378) Ampol 사건의 판시에서도 이러

한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주배정(pre-emptive basis) 관련 사례

(1) Mutual Life Insurance 사건 (1985)

1) 사실관계 및 결과

Mutual Life Insurance 사건379)에서 1975년 Rank Organisation Ltd은

2천만주를 ‘rights issue’ 형태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Mutual Life 등 미국과 캐나다에 거

주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영국 회사법상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발행인인 Rank社의 정관이 ‘이

사는 적절하다(proper)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라 회사 주식을 발행․처

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주발행시 부과되는 미국과

캐나다 증권법상의 등록의무는 회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까닭이

었다. 이에 대해, 원고인 Mutual Life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주주의 동

등대우원칙을 규정한 1948년 회사법 제20조380)와 달리, 자신들을 차별

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어떠한 주주도 회사에 영

원히 남을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주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78) Reinier Kraakman et al, supra note 99, 97면.
379) Mutual Life Insurance Co. of New York v The Rank Organisation Ltd. 

[1985] BCLC 11
380) Companies Act 1948 s.20 ‘oppression’. 이는 Companies Act 2006, s.994의 

‘unfair prejudice’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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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내용

① 서로 다른 주주간의 공평대우

- fairness between different Shareholders

이 사건 법원은 “개별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곧 대우

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81)”라고 전제한 뒤, ‘rights issue’

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었다

할지라도, 신주를 인수할 기회에 있어서 공평하게 취급되고 있다(fairly

treated on the occasion of the offer for sale)고 판시하였다. 또한 북

미권 주주들이 배제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

일 뿐이었다. 이들 주주가 거주하는 곳의 법이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

는 것은 발행인인 피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이사의 선의에 따른 행동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이사는, 당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 형식이 주

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믿었을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Mutual life 사건에서의 판례

의 태도를, 회사의 이익이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때, 혹은

회사의 이익이 일부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때, 회사의 이익이 우선되어

야 한다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한다.382)

3) 판례에 대한 영국에서의 평가

381) “[T]he equality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 point of rights, does not 
always require an identity of treatment” …

382)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supra note 115, 320면. “I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separate entity are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as a whole, or at least some of them, it would 
appear tha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should be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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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Life 판례는,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이라기 보다는,

주주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드러난 전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

건에서 신주인수권 법리는 단순히 주주의 지분희석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넘어, 주주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법리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383)

EC 제2지침 제42조는 동일 지위에 있는 주주의 동등 대우 원칙을 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가 곧

주주의 동일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Mutual Life

결정의 요지는 이후 Re BSB Holdings Ltd (No.2)384)에서도 발견되는

데, 이 사건은 주주배정을 포함한 자본 재구성를 반대하는 주주의 청구

를 기각한 사건이었다.

(2) Kohli v. Lit 사건 (2009) (소위 ‘Sunrise Radio Ltd 사건’)

1)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385) 원고 Kohli는 Sunrise Radio Limited 社(이하 Sunrise社)

의 소수주주이다. 원고는 Sunrise社가 (i) 2005년 회사의 신주발행은 지

분희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비록 주주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조건이 신주인수권 불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회사

회계장부에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지 않은 점, (iii) 회사 이사에게 회사

의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주주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점 등이 회사

법 994조상의 ‘unfairly prejudiced’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unrise社의

다수주주(who owned the majority of the shares)의 지위를 겸하고 있

383) Eilís Ferran, supra note 100, 114-134면.
384) [1996] 1 B.C.L.C. 155, ChD.
385) Kohli v Lit & Ors [2009] EWHC 2893 (Ch) (13 November 2009) 

<http://www.judgmental.org.uk/judgments/EWHC-Ch/2009/[2009]_EWHC_289
3_(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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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unrise社의 이사, Dr Lit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할 것(buy

out)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명하였다. 구제수단으로 원고의 주식을 사갈 것을

명했다는 점이 특이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시 내용

① ‘Rights issue’의 발행가액설정과 ‘unfairly prejudiced’386)

먼저 법원은 주주배정 신주발행(‘rights issue’)에서 이사는 모든 주주

에 대해 공평한 발행조건이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소수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

우, ‘rights issue’는 해당 소수주주의 지분을 희석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rights issue’에서의 발행가액은 모든 주주에 대하여 공평한 수

준(fair to all)에서 설정되어야 한다(fair to all).”

다만 이 때 공평한 발행조건의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해, 개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발행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전자에 대해, 특히 사적회사의 경우, 대주주 지분의 1주당 가지는 가치

는, 의결권의 가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소주주의 그것보다 더 클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인 이상, 각 주주에게 동

일한 발행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우리 법으로

환원시켜 말하자면 ‘형식적 평등’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적회사(private company)에서 주식의 가치는 다수주주(majority)의 것이

소수주주(minority)의 것보다는 큰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는 곧 소수주주

386) ibid., paragraph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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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분에 대한 ‘rights issue’에서의 발행가액은 통상적으로 더 큰 할인율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rights issue에서의 발행가액은 모

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자본상태의 회사387)에서는) 신주발행가액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촉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must be sufficiently

attractive).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공평(fair to all)한’ 주주배정의 발행

조건이란, 개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형식적 평등을 적절히 조

화시킬 것을 요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회사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추가적으로 설시

하고 있다. 특히 사적회사의 경우, 발행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의결권의

희석에 대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장회사(listed company)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행가액을 시가 대

비 할인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적회사(private

company)의 경우에도 이러한 할인발행388)이 적절할 것이다.…만약 이렇게

설정된 발행가액이 소수주주의 지급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 “정관을 통

해 주주의 탈출권을 정당한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는 한389), 이 때의

발행가액은 소수주주에게 불공평(unfair)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할인

율이 상당한 경우(substantial discount), 추가출자할 여력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 의결권 및 경제적 가치의 희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공

평(unfair)한 것이 된다. …… 게다가 사적회사의 경우, 의결권의 희석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소수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 지분비율이 25% 미만으

로 희석되게 된다면, 아무리 발행가액이 적절하게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특

387) “In the case of an undercapitalised company in cash flow difficulties”
388) 이와 더불어 사적회사에서의 발행가액 설정이 어려운 이유로, 할인발행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며,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식 지분이 가지는 가치가 다
를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ibid., paragraph 76.

389) “unless they have an undiscounted exit route under th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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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주총회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소수

주주 지분 가치의 희석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사가 주주배정에서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했던 점, 그

리고 고가로 설정했음에도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한 주주의 지분희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수단을 두지 않은 점이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판

단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② ‘적정목적원칙’과 ‘부당하게 침익적 행위’ 간의 관계

Ampol 사건에서 설시되었던 “신주발행의 ‘실질적’ 목적(substantial

prupose)”에 대해서, Kohli 사건의 법원은390), 신주발행의 실질적 목적

이 부적절(improper)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의 신주발행은

994조의 ‘부당하게 침익적인 행위(unfair prejudice)’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이는 실질적인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rights issue’는 통상 추가적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주주에게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작은 사적회사에서는 일반적(commonly)

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Kohli 사건에서 언급된 판례

① Re a Company (1986) BCLC 362391)

Re a Company 사건은, 전년도 회계감사 결과, 회사자본의 상당부분

이 침식되었고, 회사의 이사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추가적인 자금조달

을 위해 적절할 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390) ibid., paragraph 82.
391) ibid., paragraph 77에서 Re a Company (No 007623 of 1986) [1986] BCLC 

362. 366h-367c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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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원고가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관상 규정되어 있던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건이

다.

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의 반대매수청구를 기각하였으

나392), Re a Company 사건은 일반론으로서, 이사가 선의로 발행조건

을 설정했다든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했

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신인의무 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다수주주가 소수주주의 자금부족을 알았던 사

정이 있을 경우, 주주배정과 관련된 회사의 행위는 ‘부당하게 침익적인

행위’로 판단될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이사가 신의성실하게 그 발행조건을 설정했다는

사실(the bona fides of the decision) 혹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발행조건

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rights issue’가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unfairly prejudicial). ……만약 다수주주가

소수주주의 자금부족 상황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viewed objectively), 부당하게 침익적인 행위(unfairly

prejudicial conduct)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본 Kohli사건에서 법원은 위 Re a Company (1986)

BCLC 362 사건을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권한은 신

인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a fiduciary one)이다.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결정은, 자금을 조달할지의 결정과는 별개의 것이다. 신주발행

시의 이사의 신인의무는, 신주발행시 적정한 발행가액(a proper price)

을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393)라고 덧붙이면서 주주의 반대매수청

구권을 인용하였다. 이는 ‘신주발행권한은 그 수권된 취지에 따라 행사

되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행가액 역시 신주발행권한을 수권했던

392) 기각의 이유는 원고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
태한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393) ibid., paragraph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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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② Re BSB Holdings (No 2) (1996) 1 BCLC 15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배정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주주배정으로

인해 주주 집단별로 다른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것이 ‘주주 일

반의 이익’과 ‘회사’를 위한 것인지는, 특정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주주간에 다른 취급을 한 경우에는 신인의무 위반이 되겠지만, 주주간에

다른 취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소

홀함이 없었다면 이는 신인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주주

집단 별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에, 무엇이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고, 그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는 명백하게 정의될 수는 없고,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한편, Kohli사건에서는 위 Re BSB Holdings 사건에 대해, ‘신주발행

기타 이사의 행위의 실질적 목적(substantial purpose)이 주주 집단을

부적절하게 차별하는 것(discriminate improperly)이 아닌 한, 신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이라고 보았다.394)

영국 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시 내용은 일부주주에 대

한 차별취급은 곧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를 경우, 굳이 ‘개별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라는 개념을 별도

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부주주에 대한 부당한 취급을 이사에게 ‘회사

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94) ibid., paragraph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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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주발행 및 이사행위의 규제 원리

1. 신주인수권 규정과 발행가액 설정 기준

영국 회사법 561조의 신주인수권 규정으로부터 신주발행에 있어서의

발행가액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다. 참고로 발행가액

에 대한 기타 규제사항으로는, 회사법이 액면가(par value) 미달의 신

주발행을 금지하고395), 상장규정이 ‘rights issue’를 제외한 ‘open offer’

등 신주발행에서 발행가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할인율이 시가 대비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회사법 제561조는 영국 회사법상 신주인수권(right of pre-emption)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pre-emptive basis’라 함은,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조건은, 제3자에 대한 조건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

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주주배정(rights issue)을 하더라도 이사가 그 발행가액을 설정함에 있

어서, 적어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불행사로 인한 잠재적인 지분

희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

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발행조건을 설정한 것은 이사

의 신인의무 위반이나 회사의 ‘불공정하게 침익적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396)　

395) Companies act 2006, s.580. ‘액면가’라는 언급은 없지만, 이를 “nominal or 
‘par’ value” 미만의 발행금지로 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John Birds et al, supra 
note 116, 712면.

396) Kohli v Lit & Ors [2009] EWHC 2893 (Ch) (13 Nov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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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회사법제상 신인의무 (fiduciary duty)

(1) 일반론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는, 과실책임 원칙에서 기원한 선관주의의

무(duties of skill and care)와 형평법원(courts of equity)에 의해 발전

되어 수탁법리(fiduciary principle)에 근거를 둔 신인의무(duties of

loyalty, fiduciary duty)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사 의무의 성문화

를 시도한 2006년 영국 회사법의 Chapter 2 of Part 10는 신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조문들이 신인의무와 선

관주의의무 구별에 따라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397)

이 중 이사의 신인의무는 다음 세가지, (i) 이사는 수권받은 범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것, (ii) 이사는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의

에 따라 행동할 것, (iii) 이해충돌의 상황, 가령 이사의 사적 이익 추구

와 회사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398)으로

나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사의 행위가 선관주의의무를 비롯하여 이들 신인의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399) 이사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성문화하는 것은 2006년 회사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보통법(common law rule)이나 형평법에서의 책임

(equitable duty)’에 대응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그쳤다.400) 이사 의무 위

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a) 가처분 혹은 공시, (b) 배상 혹은 보상,

(c) 부당이득반환, (d) 계약취소 (e) account of profits, 그리고 (f)

summary dismissal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선택하여 명할 수 있

다.401)

397) Gower and Davies, 2008, 488면.
398) 그리고 이는 자기거래 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자로부터의 이익수령금지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으로는 Paul L. Davies, supra note 8, 497면.
399) Companies Act 2006, s 179.
400) Companies Act 2006, s 178.
401) Gower and Davies, 2008, 576-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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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권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의무 (제170조)

이사는 정관(constitution)에 규정된 행위원칙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

다. 이사의 행위가 정관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사가

그들의 행동이 정관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관적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보통법(common law)은 정관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 단지 수

권 범위를 초과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취소가능한 것으로 보았다.402)

다만, 취소로부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법률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

며, 이는 그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403)

(3) 적정목적기준 (제171조)

최근 Companies Act 2006은 과거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이사의

의무들은 회사법상 조문으로 편입시키는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

례법상의 ‘적정목적원칙’은 (i) ‘이사는 수권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roper purpose)’404)고 하여 객관적 상황을 판단대상으

로 하는 171조(b)의 객관적 기준(objective test)과 (ii) 회사 이익을 추

구해야 한다(good faith)고 하여 주관적 의도를 판단대상으로 하는 172

조의 주관적 기준(subjective test)로 분리되었다.

402) 즉, ‘outside the company’s constitution은 ‘void’(no effect), ‘simply exceed 
an authourity which has been conferred on them’은 ‘voidable’(valid until 
set aside by the company and incapable of being set aside if third party 
rights have intervened)라고, Paul L. Davies, supra note 8, 499면은 설명하고 
있다. 

403) Paul L. Davies, supra note 8, 498-499면.
404) Companies Act 2006 s 171(b) A director of a company must only exercise 

powers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con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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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적정목적기준’은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이사가 선의로 행동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권 범위 외에 있다면, 이는 이사의 행위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405) 따라서 적정목적기준에 따르면, ‘신의성실’ 기준

(good faith)을 따를 경우에 비해 법원의 간섭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

리고 이러한 ‘적정목적’ 기준은,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 상황에서의 이사

의 신주발행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406) 가령,

이사가 기존 다수주주(existing majority shareholder)의 의결권을 희석

하여 그 반대결의가 성사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신주를 발행했다

면, 이는 적정목적 기준 위반이 된다.407)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신주발행권한은 5년 기간 내에 정관 혹은 주주

총회 보통결의에 의하여 수권된 주식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408) 이

때 이사는 부적절한 목적(improper purpose)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위 이사의 행위

를 규율하는 일반원리로서 ‘적정목적기준(proper purpose doctrine)’은

‘(i) 법원의 사후적 판단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여기서는 ’이사‘)

(ii) 다른 부수적 목적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iii) 신의 성실하

게 행동해야 할 의무’409)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정목적

원칙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not void), 회사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voidable by the company). 이 때, 주주가 이사의

405)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0면.
406)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supra note 115, 720-721면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사는 (i)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
며, (ii) 회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지며, 개인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하
면 아니 되고, (iii) 정관에 규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와는 별개로, 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iv) 회사 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살필 의무가 있으며, (v) 경영권 
분쟁시 주주가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이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7) John Birds et al, supra note 116, 195면.
408) Companies Act 2006 ss 549-551.
409) Re Smith and Fawcett Ltd (1942) Ch 304 (Court of Appeal); “They must 

exercise their discretion bona fide in what they consider – not what a 
court may consider – is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not for any 
collater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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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적정목적원칙 위반으로 취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행위

는 유효하다.410)

(4) 회사의 성공을 도모할 의무 (제172조)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의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러한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사의 주관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411)은 2006년 회사법 제172조412)에 의해 성문

화되었다.

근 2-30년간 ‘회사’ 및 ‘회사의 이익으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던 끝에413), 2006년 개정 회사법 제172조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도모할 의무(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를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주주전체’는 소위 ‘이해관계자

(stakeholder)’들의 이해까지 고려하는 다원적 관점이 아닌, ‘주주의 가

치를 고양시키는’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회사법개정위원회의 권

고414)를 반영한 것이다. 172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415)

410) Paul L. Davies, supra note 8, 503면.
411) Regentcrest v Cohen [2001] BCC 494 (Chancery Division) ; “The duty 

imposed on directors to act bona fide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s a 
subjective one. … The issue is as to the director’s state of mind.” 

412) Companies act 2006, s.172 (1) A director of a company must act in the 
way he considers, in good faith, would be most likel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and in 
doing so have regard (amonst other matters) to (a) 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b) … (f) the need to act fairly as 
between members of the company.

413) 전통적으로 ‘회사’란 ‘현재와 장래의 주주’ 혹은 ‘전체로서의 주주’를 의미하는 것이
었으나, 최근 2~30년간 근로자나 회사와 거래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stakeholder)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supra note 115, 301-302면.. 

414)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 A Strategic 
Framework, paragraph 5 (1999) <http://www.bis.gov.uk/files/file23279.pdf>

415)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supra note 115, 319-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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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성공’을 추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개별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이익과 정관

(constitution)을 통해 구체화된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416)

(ii) 여기서의 ‘성공’이란, 회사별로 그 의미가 다르고, 이사와 사원들이 그

의미를 정하는 것이다. 이사는 이러한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선의

에 기반한 경영판단(good faith business judgement)을 할 것이 요구된다.

(iii) Mills v Mills417) 등 판례에서 구체화되어 있듯이, 이사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의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회사성공도모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iv) 172조는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subjective test) 따라서 회

사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에 입각한 이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

다. 따라서 선의에 입각한 이사의 판단이 이후 실제로 회사를 위한 것이

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substantial detriment)가 야기된 경우, 이사가 선의(honestly

believed it to be in the company’s interest)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하겠

지만, 그렇다고 해서 172조의 판단이 가지는 ‘주관적 판단기준’이라는 속

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418)

(v) 172조의 의무는 회사보다는 근로자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 의무에 대한 일반규정인 170

조가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설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회사’보다는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는 이들 개

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회사에 대해

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vi)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사는 자신의 ‘선의에 의한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416) CLR,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 Developing the 
Framework (URN 00/656) (2000), para 3.51

417) Mills v Mills (1938) 60 CLR 150 (High Court of Australia)
418) Regentcrest v Cohen [2001] BCC 494 (Chancery Division), para.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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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하게 침익적인 행동419) (unfairly prejudicial conduct)

신주발행이 ‘회사사무에 관하여 주주 일반 혹은 일부주주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하는 행동’(unfairly prejudicial conduct of the company’s

affairs)로 인정되면, 법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제수단’을 명할 수

있다.420)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라 함은 다소 넓은 개념으로, 회사

청산청구의 근거가 되는 ‘억압적 행동(oppressive act)’뿐 아니라 이사

의 태만, 독자적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421) 회사법 규정상으

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리인 듯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는 인적 색채가 강한 결사체(quasi-partnerships)에서 문제된 것이 대

부분이다.422)

피고(respondent)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controlling members) 혹은

이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피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원고는

‘회사의 사무가 주주 일반 혹은 일부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를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i) ‘회사 사무’란 다소 넓게 파악하고,

(ii) ‘부당하게 편파적인 행동’이라 함은, ‘부당함(unfair)’과 ‘침익성

(prejudicial)’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주관적 의도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주로 객관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objective test) 또한 ‘부당

하게 편파적인 행동’과 ‘불법적인 행동’은 양립가능한 개념임에 주의해

야 할 것이다. (iii) 여기서의 ‘이익(interests)’는 권리(rights)보다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 역시 보호범위

에 포함된다.423) 구제수단으로 다양한 것이 가능한데, 회사법이 들고

419) ＂…there might be prejudice to the minority in terms of their interest in 
the company being diluted.“ (West Coast Capital (Lios) Limited [2008] CSOH 
72 등)라는 용례로 쓰이는 것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420) Companies act 2006, s.994, 996.
421) Joseph E.O. Abugu,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tent of Judicial 

Discretion in Minority Protection Litigation: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mpany and Commercial Law Review, 2007, 18V, 
181-198면,

422) Len Sealy & Sarah Worthington QC, supra note 115, 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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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로는, 회사의 장래행위에 대한 일정한 통제, 반대매수청구권 등

이 있다.

제 2 관 독일의 경우

I. 신주인수권 배제 요건에 관한 독일의 판례424)

1. 신주인수권 배제 정당성 판단과 해석론으로서 실질적평등원칙

통상의 자본증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할 수

있는데, Kali/Salz 판결425)에서는 신주인수권 배제에는 ‘사실에 기초한

정당화’(sachlicher Rechtsfertigung)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신주발행에 있어 신주인수권 배제 요건을 밝힌 Kali/Salz 판결은, 과

거 1960년 미니막스II 판결에서426) ‘회사 이익 기준’을 제시하면서 ‘목

적과 수단의 상당성 기준’을 제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주

주와의 상당성'이라는 실질적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

해 최근 독일의 유력설427)은 Kali/Salz 사건에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가, 신주발행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외에도, '다른 주주와의 상당성'

이라는 실질적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판시한 것은 ‘실질적 평

등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

등원칙과 달리, 실질적 평등원칙은 이러한 취급을 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주주평등원칙의 의미를 실질적 의미로

423) ibid., 652-654면.
424) 이들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문헌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이동승, 박사학위논

문. 따라서 이하에서는 간략히 소개를 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다. 
425) BGH Urt. v. 13.3.1978. BGHZ 71, 40. (Kali/Salz 판결)
426) 高橋 英治, “ドイチ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民商法雜誌, 第138券 第2号, (2008), 

213면.
427) Dirk A. Verse, Der Gleichbehandlugn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Jus Privatum 115, Mohr Siebeck, 2006, S.36; 高橋 英
治, supra note 426, 주6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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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면, 주주평등원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별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와 동일하게 된다고 한다.428)

그러나 Kali/Salz에서 채택된 ‘상당성’ 기준은, 신주발행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원의 사후적 내용심사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

라서 위 유력설은 제1단계에서는 형식적 평등원칙 위반 유무를 심사하

고,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제2단계로 회사에게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429)

2. 인가자본에서의 신주인수권 배제 정당성 판단

과거 인가자본에서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대해, 통상의 자본증가에서와

같이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Holzmann 판결430)은, “자본증가의 경우,

주식법 186조 3항에 의해 주주의 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려면,

결의의 시점에 판단했을 때, 인수권이 배제된 주주에 의해 결과를 정당

하게 배려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이익의 비교형량과 수단과 목적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Kali/Salz 판결을 인용하면서, “따라서 (Kali/Salz의) 법적 사고는..

통상의 자본증가뿐아니라, 인가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에도 해당된다”라

고 하였었다. 그러나, 1997년 Siemens/Nold 판결은 인가자본의 경우

통상의 자본증가에서와는 달리 이사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전 Holzmann 판결에서의 입장을 폐기하였다.

이후, 자본증가 수권 결의와 신주인수권 배제를 다투는 사례는 거의 0

에 가깝게 되었다. Kali/Salz 판결로 통상의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정

당화 이론’을 차용하여 이사가 신주발행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구

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함에 반하여, 사전자본증가승인인 인가자본의

428) Dirk A. Verse, Der Gleichbehandlugn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Jus Privatum 115, Mohr Siebeck, 2006, S.92; 高橋 英
治, supra note 426, 주135 재인용

429) 高橋 英治, supra note 426, 215-218면, 
430) BGH Urt. v. 19.4.1982, BGHZ 83, 319 (Holzmann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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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Siemens/Nold 판결로 이사는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목적 및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면 되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II. 인가자본 하에서 신주인수권 배제 관련 소송요건의 해석

1. Siemens/Nold 판결의 문제점 – 확인의 이익

Siemens/Nold 판결은 부당한 신주인수권 배제에 대해 신주발행유지

청구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주주가 제기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신주발행이 등기된

후에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의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제소주주의 확인의 이익을 인

정하기는 힘들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결과 주주이익 보호에 부실하

다는 비판이 가능했다.

2. Mangusta/Commerzbank 제2사건 (2005)

최근(2005년) Mangusta/Commerzbank 제2사건 판결은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431)과 관련하여 주주의 확인적 이익을 인정

하였다.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가 확인된 경우에

도 증자는 유효이고 기존에 생긴 사원권의 무효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무효확인판결에 의해 침해된 사원권이 직접 회복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통상재판소의 견해는, 확인판결에 의한

효과가 이처럼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경영기관결의에 의해 사

원권침해 내지 주주총회권한의 침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

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던 점에서 특징이 있다.

431) 伊藤雄司, supra note 260, 129-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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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지위를 고려하건대, 신주발행

등 경영기관의 행위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여 이사회결의가 위법성이

확정하고 사후 경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에, 제소주주의 진실된 의

도가 있다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통상재판소의 견

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회사에 있어서 부과되어야 하는 주주의

역할에 합당하며, 남소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취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432)

제 3 관 미국의 경우

I. 개 관

미국에서 지분희석방지수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433) 판례 역시 신주발행 및

지분희석 방지를 중심으로 별도의 법리가 형성되어있다고 하기보다는,

이사나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등의 일반적인 논의가 ‘신주발행’이라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따르면,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사가 그 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신의를 갖고(loyalty)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평권(the equitable right)을 가지는 등, ‘공정성’(fairness)이라는 전통

적 원칙에 따른 회사운영을 도모하는 사법체제 안에 소속되게 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가처분이나 혹은 금전적 보상을

통한 구제를 집단소송 등의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434)

432) ibid., 167면.
433) Vladimir Atanasov et al., supra note 14, 16면.
434) Edward P. Welch, Andrew J. Turezyn & Roert S. Saunders,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 Fundamentals, Wolters Kluwer, 2011,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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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주발행과 신인의무(fiduciary duty)

1. 신인의무

미국 판례에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지

는데, 이러한 신인의무는 관리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괄한다고 본다. 이중, 선관의무는 알려진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할 의무를 의미하고, 충성의무는 선의에 따라 (in good faith) 회사

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의무를 의미한다. 선의는 관리의무 및 충

실의무와 함께 신인의무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 중 하나이지만, 선의

로 행동해야 할 의무는 관리의무 및 충실의무와 같이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독립된 신인의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435)

회사가 추가적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조달

한다면 그리고 주주배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 신주발행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다수의 주주와 회사 이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

고 할지라도, 이 또한 신인의무의 적용을 받는 계약적 거래 중 하나로

인정된다.436) 선의(good faith)와 공정성(fairness)을 강조하는 신인의무

로 소수주주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송이 빈번한 미국

특유의 법적 문화는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

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미국이 신주인수권 법리를 opt-in 형

태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437)

대표적으로, Sehppard v. Wilcox 사례438)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신

주인수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이사가 주주를 차별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자

435) Stephen A.Radin, The Business Judgment Rule –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vol.I, Wolters Kluwer, 2009, 1-3면.

436) American Jurisdiction 2d Vol.18A Corporations, last updated 2012, § 663 
Issuance of new or additional shares

437) Paul Myners, supra note 104, 15면.
438) Sheppard v. Wilcox, 210 Cal.App.2d 53, 26 Cal.Rptr.412 (1962); 이를 따른 

판례로, 2001 WL 34375502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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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라고 전제한 뒤, “이사는 그들 자신이 다수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이면서, “주주는 유

사신주인수권(quasi-preemptie rights)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

도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이사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이는 사기적 행위(fraud)가 회사가 아닌 일부 주주

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소송이 아닌 직접소송의 형태로 그 구

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델라웨어 회사법 하에서도439),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에 대해 ‘정직,

충성, 선의, 성실 및 공정(honesty, loyalty, good faith, diligence and

fairness)’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수권된 지위를(fiduciary

positions) 주주의 권리에 부당히 간섭하는데 쓴다면, 이는 이사의 신인

의무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신주발행 역시 신인의무 관련 일반 규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440) 신주발행이 사기 기타 개인적 이

익 추구 기타 부당한 목적(improper motive)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

니어야 하며,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가 다수주주로부

터 그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 혹은 현직 경영자의 지배권 이동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41) 이러한 이사의

신인의무는 “신주인수권 인정 여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다.442)

한편, 폐쇄회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신주인수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

도, 이것과는 무관하게, 이사가 기존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우

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다른 제3자에게 회사

소유 자기주식을 처분한 사건에서, 이는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임을 인

439) Edward P. Welch et al, supra note 434, 408-409면.
440) Bodell v. Gen.Gas & Elec. Corp., 140 A.264,267 (Del.1927)
441) Canada S.Oils v. Manabi Exploration Co., 96 A.2d 810, 810 (Del.Ch.1953); 

Condec Corp. v. Lunkenheimer Co., 230 A.2d 769, 777 (Del.Ch. 1967)
442) Yasik v. Wachtel, 17 A.2d 309, 313 (Del.Ch.1941).



- 159 -

정한 바 있다.443)

2. 신주발행과 다수주주의 책임

(1) 의의

미국 판례에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역시 신인의무를 부담한

다. 다수주주가 회사 사무에 개입하여, 단순히 자신의 회사에 대한 지

배력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혹은 소수주주를 축

출하기 위한 의도로 신주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다수주주가 자신의 소

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공개회사(publicly

owned corporation)에서도 마찬가지이다.444)

다수주주, 지배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여기서는 회사의 다수주주에 대

한 신주발행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공정할 것’(‘entirely fair’)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의 본질적 조건이 공정성을 상실한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

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만

으로는 부족하다.445)

‘본질적 공정성’이란, 신임, 구체적 사실 전부의 공시의 의무 등을 포

괄하는 것으로, 다수주주는, 소수주주와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회사 지

배 능력을 적정, 정당, 공평한 방식으로(fair, just, equitable manner)

행사해야 하는 신인의무를 가지게 된다. 본질적 공정성 기준이 발동하

려면 (i) 다수의 지배와 (ii) 다수의 자기거래(majority self-dealing)라

443) Schwart v. Marien 37 N.Y.2d 487, 373 N.Y.S. 2d 122 N.Y. (1975)
444) Panter v. Marshall Field & Co. 486 F. Supp.1168 (1980); 주주에 대한 신인의

무는 국내에 ‘주주에 대한 성실의무’라는 이름 하에 소개된 바 있다. 김건식, “소수주
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 독일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3,4호 (1991) 참조. 

445)  Edward P. Welch et al, supra note 434, 359면, “[t]he plaintiffs must 
allege facts that demonstrate a lack of fairness as to the substantive terms 
of the transaction. A complaint allegng only unfair dealing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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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446)

(2) 다수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성립 요건

우선 회사의 ‘지배 및 통치(control and domination)’라는 개념은, 지배

하는 주체의 이익이나 바람에 따라 회사운영의 지침이 정해지는 경우

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된다.447) 대부분의 경우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기에 “control”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control’(일반적인 상황에서 회

사의 이사회를 선출하기에 의미있는 권한의 측면에서)을 인정하기 위

해 필요한 지분 비율은 회사의 크기, 주주의 숫자, 소유의 집중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448) control의 존재를 입증 혹은 반박하기 위해 필

요한 입증의 정도(the quantum of proof) 역시 관련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다르다.449)

본질적 공정성 심사 적용 요건으로서의 ‘다수주주의 자기거래’라 함은,

지배권이 있는 측이 소수주주의 참가권을 부정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450) 가령, 소수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개매

수(tender offer)에 응하는 것을 막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회사

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without consideration) 다수주주의 선동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이는 불공평하며 따라서 다수주주

가 그 신인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하였다.451) 또한 다수주주는 소수주

446) American Jurisdiction 2d Vol.18A Corporations, last updated 2012. § 
660-665.

447) Matter of Reading Co., 551 F. Supp. 1205 (E.D. Pa. 1982), aff'd, 709 F.2d 
1494 (3d Cir. 1983) and aff'd, 709 F.2d 1495 (3d Cir. 1983) and order rev'd 
on other grounds, 711 F.2d 509 (3d Cir. 1983); Kaplan v. Centex Corp., 284 
A.2d 119 (Del. Ch. 1971).

448) U. S. v. Byrum, 408 U.S. 125, 92 S. Ct. 2382, 33 L. Ed. 2d 238 (1972).: 
Daniels v. Thomas, Dean & Hoskins, Inc., 246 Mont. 125, 804 P.2d 359 
(1990)

449) Gottesman v. General Motors Corp., 279 F. Supp. 361 (S.D. N.Y. 1967).
450) Burton v. Exxon Corp., 583 F. Supp. 405 (S.D. N.Y. 1984).
451) Panter v. Marshall Field & Co., 486 F.Supp.1168 (N.D. I11.1980),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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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축출하기 위함 혹은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처분 역시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452)

한편, 회사가 추가적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조달한다면 그리고 주주배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 신주발행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다수의 주주와 회사 이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소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라는 보호수단이

주어진 이상, 이와 같은 다수주주 혹은 이사의 재량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453) 또한 다수주주가 불필요한 신주발행을 승인한 사

안에서, 이러한 투자계획서(prospectus)에 주주들이 신주발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상세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

는 경우라면 다수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454)

(3) 다수주주의 신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기준

회사와 적법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들은 엄격하게 심

사되어야 하고(scrutinized closely), 공정해야 하며 적절한 판단을 거쳐

야 한다.455)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주주는 그들의 청구의 기반

이 된 거래에서의 선의를 (the good faith of the transactions) 규명해

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사 및 회사 이해관

계자들에 대한 본질적 공정성(inherent fairness)을 입증해야 한다.456)

aff’d 646 F.2d 271 (7th cir.1981)
452) Condec Corp. v. Lunkenheimer Co., 43 Del. Ch. 353, 230 A.2d 769 (1967).
453) Greenbaum v. American Metal Climax, Inc., 27 A.D.2d 225, 278 N.Y.S.2d 

123 (1st Dep't 1967). 폐쇄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소송은, 개인소송이든 대표소송
이든, 다수주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가처분명령(injunction)과 회계(accounting)을 
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수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라면,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의결권에 관한 지
분적 이익이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고 본 판례.

454) Ski Roundtop, Inc. on Behalf of Ski Yellowstone Inc. v. Hall, 202 Mont. 
260, 658 P.2d 1071 (1983).

455) Mumford v. Ecuador Development Co., 111 F. 639 (C.C.S.D. N.Y. 1901); 
Heim v. Jobes, 14 F.2d 29 (C.C.A. 8th Cir.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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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에서의 선의와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심사(the essential

test of good faith and fairness)는 모든 상황 하에서 거래가 독립적

거래의 특징(the earmark of an arm’s-length bargain)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457) 신인의무 위반에 대해 일반론은 손해

배상 뿐만 아니라 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III. 지분희석과 소송형식

1.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의 구별 기준 - ‘special injury’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특

별한 손해(special injury)'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특

별한 손해'란, (i) 주주 일반에게 동일하게 가해진 손해가 아니라 원고

에 대하여 가해진 경우이거나, 혹은 (ii) 의결권과 같은 주주의 계약적

권리에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458) 즉, 원고 외에 다른 주주도, 주주로

서의 지위로 인하여 동일한 손해를 입었는지가 주요한 심리사항

(inquiry)이 된다.459) 한편, 최근에는 ‘특별한 손해’ 기준이 다소 불명확

하고, 이는 곧 원고의 소송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460), 특별한 손해에 대한 언급은

없이, (i)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그리고 (ii) 손해의 전보 기타 받아야 하는 자가 회사인지,

주주인지가 주요한 구별기준이 된다고 판시하는 판례가 나타기도 한

다.461)

456) Loy v. Lorm Corp., 52 N.C. App. 428, 278 S.E.2d 897 (1981)
457) Smith v. Tele-Communication, Inc., 134 Cal. App. 3d 338, 184 Cal. Rptr. 

571 (1st Dist. 1982).
458) In re Tri-Star Pictures, Inc., Litigation, 634 A.2d 319, Del., 1993.
459) In re Ionosphere Clubs, Inc., 17 F.3d 600. (1994).
460) Alan Palmiter, supra note 189, 504-505면: Tooley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845 A.2d 1031 (Del.2004). 특히 Tooley 사건은 ‘special injury’라
는 구별 기준을 차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461) Tooley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845 A.2d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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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접소송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Revlon 사건에서처럼, 주주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익, Revlon 사건에서

는 자기 분에 해당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술할 유형으로, 주식의

저가발행 등으로 일부 주주의 부가 다른 주주에게로 이전된 경우로 후

술할 세가지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언급할

Gatz 사건에서 판례는, 해당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접 소송 유형은

Revlon 사건에서의 경우와 달리, Tri-Star나 Rossette 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명시하였다.462) 만약 Gatz 사건에서, Tri-Star

나 Rossette 사건에서와 같은 직접소송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소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피고에게 의결권 및 부의 지분적 이익이 이전

되었음을 주장하게 되는 반면, Revlon 사건에서와 같은 직접소송을 주

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지배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례

(1) Tri-Star 사건 (1993)

1) 사실 관계

Tri-Star 사건에서463), Coca-Cola는 Tri-Star의 과반수주주(majority

stockholder)는 아니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Tri-Star의

이사 7명 전원이 해당 거래에서 Coca-Cola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으

며, 각종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Coca-Cola는 결과적으로 56.6%의 지

(Del.2004).:Gentile v. Rossette, 906 A.2d 91 (Dep.Supr). (2006). 
462) Gatz v. Ponsoldt, 925 A.2d 1265, 1277 (Del. Supr) (2007).“Because we 

conclude that the Recapitalization claim may be brought as a direct claim 
under Tri-Star and Rossette, we do not reach or decide the Appellants’ 
Revlon-based argument.”

463) In re Tri-Star Pictures, Inc., Litigation, 634 A.2d 319, De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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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력을 행사한 사정이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Tri-Star와

Coca-Cola의 연예사업부와의 거래에 있어서, Coca-Cola는 Tri-Star의

주주들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Coca-Cola

는 $745million의 자산을 $900million 상당의 Tri-Star의 주식과 교환하

고, 이로써 소수주주의 지분을 43.4%에서 2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

2) 법원의 판단 – 직접소송을 허용한 사례

Tri-Star 사건에서는, 자본조정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하락한 소수주주

는 그 의결권 희석을 이유로 직접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대표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후술한 Rossette 판결은, 위 Tri-Star는 소수주주의 지분

이 43.4%에서 20%로 하락했지만, 사실상의 이해관계도는 39%에서 7%

로 줄었던 사안으로, 피고인 Coca-Cola의 경제적 지분 및 의결권의 희

석이 원고인 소수주주의 지분희석과 동일한 정도로(to the same

extent and in the same proportion)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

고의 손해는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상대로 신인의무 위

반을 이유로 한 직접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한다.464)

(2) Rossette 사건 (2006)

1) 사실 관계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이자 대표이

사인 David Rossette와 기타 이사들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

464) “...because Coca-Cola, as Tri-Star's largest stockholder, did not suffer a 
dilution of cash value, of voting power, or of ownership percentage to the 
same extent and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plaintiffs had suffered an injury that was unique to them individually and 
that could be remedied in a direct claim against the controlling stockholder 
and any other fiduciary responsible for the harm.”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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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대신 상당량의 주식을 발행받음에 있어, 발행받은 주식의 가치

가 면제된 채무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이를 감행하여(claims of

corporate overpayment or ‘over-issuance’ : 회사의 과잉지급), 일반 대

중인 소수주주의 지분을 부당하게 희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가

피고의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 판시내용 ① 주주간 부의 이동과 소송형식

판례는 우선, 회사의 과잉지급 중 대표소송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사례

로, 회계적인 관점에서 회사 주식 가치(value)의 희석을 예시로 들면서,

이는 회사 전체의 가치 하락을 가져옴과 동시에, 각 지분은 지분비율대

로 손해를 입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 주주가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회사가 손해를 입은 자이

자, 그 상실된 가치만큼 손해를 전보받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i) 손해를 입은 자이면서 (ii) 손해를 전보받아야 하는 자가 모두 회사

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대표소송 사안이 된다고 하였다.465)

한편, 회사의 과대지급사안 중에서도, 만약 (i) 과반수의 지분이나 실

질적인 지배력(majority or effective control)을 가지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저가의 자산을 대가로 하여 신주를 발행받는데 영향력을 미친

경우, 그리고 (ii) 그 교환으로 인하여 지배주주의 지분은 상승한 반면,

일반 대중의 소수주주의 지분은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직접소송과 대표소송 이 두가지 형식 모두를 통해 신인의무 위반

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저가의 자산을

대가로 신주를 발행받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해는, 단순히 모든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균일하게 하락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주주의 의결권 및 경제적 지분의 하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소수주주는 전자의 손해(overpayment or over-issuance)와

관련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후자의 손해(an improper

465) Gentile v. Rossette, 906 A.2d 91 (Dep.Sup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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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or expropriation)와 관련하여 회사를 경유할 필요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덧붙여 이 때 신주발행의

대가가 현금이었는지 혹은 현물이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

다.

3) 판시내용 ② 직접소송의 요건으로서 손해의 크기

직접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의 상실, 즉 지배주주로부터 소

수주주로의 지분 이동이 ‘상당해야 할 것(material loss)’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크기는 직접소송 뿐만 아니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지배주

주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비용으로 지배주주의 지분비

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자기거래로 인식될 수 있는 신인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의 산물인데, 이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만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신인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폄하하

는 것이며, ‘상당성’에 미달하는 소수주주의 손해는 용인하는 것이 된다

는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소송과 대표소송이 각각 가능하다고 전

제한 가운데, 사안의 경우 이미 손해가 귀속되는 주체 중 하나인 회사

가 이미 소멸되고 없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소수주주인 원고만이

유일하게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원고의 직접소송

을 받아들였다.

(3) Gatz v. Ponsoldt 사건 (2007)

1) 사실 관계

Gatz v. Ponsoldt 사건466)은, Regency Affiliates, Inc.,의 자본재조정

466) Gatz v. Ponsoldt, 925 A.2d 1265 (Del. Sup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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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italization)으로 인하여 Regency社의 일반 대중 주주들(public

shareholders)의 지분이 62%에서 40%로 하락하자, Regency社의 주주

인 Edward Gatz 등이 직접소송 및 대표소송의 형식으로, 회사의 이사,

이전의 과반수 주주(Ponsoldt) 및 새롭게 과반수 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자(Laurence Levy) 등을 피고로 하여, 이들 피고가 신인의무를 위반하

였음을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피고는 이미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히 지배주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수주주의 지

배적 이익(control premium)이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전 Tri-Star나 Rossette 사례에서는 ‘소수주주의 비용으로

지배주주(significant stockholder)의 지분이 상승할 것’을 요구하고 있

는 것과 달리, 본 사안에서는, 제3자인 Royalty/Levy의 지분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Tri-Star나 Rossette 사건에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송형식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표소송과 직접

소송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직

접소송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표소송 형

식을 갖추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모든 논쟁이 사안의 자본

재조정이 직접소송 사안인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

2) 판시 내용 – 새롭게 지배주주 지위를 획득한 자의 신인의무

먼저 법원은 “제3자가 해당 행위가 이사의 의무 위반임을 알면서 참

가한 경우(knowingly participate)”에는 제3자 역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 후467), 이 사건 피고 Levy와 같이 자본재조정 전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가 자본재조정을 통하여 새롭게 과반수 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자 역시, 비록 자본재조정 이전에는 아무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467) Malpiede v. Townson, 780 A.2d 1075, 1097 (De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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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특히 피고의 주장은, 해당 사건을 제3자가 지배주주의 지

위를 획득하게 된 것과 이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희석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Rossettee 사건 판시 등이 적

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옳지 않고, 해당사건은 지배주주에 의

한 소수주주의 지분희석과 이로써 수탈한 이익을 지배주주가 제3자에

게 이전하는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Rossette 사건에서의 정식이 그대로 적용

되고, 원고의 대표소송뿐만 아니라 직접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았

다.

IV. 보론 : 종류주식 - 의결권이 다른 주식의 발행

1. 고려해야 할 사항

델라웨어 회사법은 “공익(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신주발행, 의결권, 종류주식의 설정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다는 원칙468) 하에, 신주발행 등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서의 순위가 다른 내용의 우선주의 발

행에 있어서, 그 우선주의 발행조건을 정하는 계약은 선의와 공평

(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기반하여 정해져야 하며, 그 내용이 정

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우선주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계약적 속성이 있

기는 하지만, 이러한 계약적 속성이 전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사가 우

선주에 대하여 충성의무 및 선관의무를 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

다고 한다.469)

한편, 델라웨어 회사법 s.151(a)는 의결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s.201(a)는 1주 1의결

권을 정하면서 정관이나 법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468) Ellingwood v. Wolf’s head Oil Ref. Co., 3 A.2d 743, 747 (Del. 1944). 
469)  Edward P. Welch et al, supra note 434,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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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다음 소개할 사건들에서는470), Unocal

판례에서 언급되었듯이, 주주간의 차별이 곧 위법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델라웨어 법원은 ‘주식의

의결권의 제한과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자의 것

은 불허되지만 후자의 것은 단지 개인적 권리의 제한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Providence & Worchester Co. v. Baker (1977)

Providence & Worchester Co. v. Baker 사건(이하 Baker 사건)471)에

서는, 같은 종류의 주식이라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정관은 50주 미만의 주

식을 가진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50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는 20주당 1의결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Penn Central)는

s.151의 의미는 동일한 종류주식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정관은 s.151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회사

(P&W)는 s.151(a)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정관을 제한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정관은 유효하고, 이 정관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212에도 부

합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DGCL의 s.151(a)는

s.212(a)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472) 해석해야 하며, 주주의 의결권

(stockholders' voting right)에 대한 제한과, 주식 자체의 의결권

(voting powers of the stock per se)의 변형은 별도의 것이라고 하였

다.473)

470) 이하의 사건 선정은  Edward P. Welch et al, supra note 434, 346-348면에 따
랐다.

471) Providence & Worchester Co. v. Baker, 378 A.2d 121, 122-123 (Del.1977)
472) DGCL s.151 (정관에 따라 의결권 및 액면가 여부 등에 대해 다른 내용을 가지는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differing classes of stock with differing voting 
rights”) ; s.212 (정관 혹은 213조에 규정이 없는 한 1주당 1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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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lever Acquisition Corp. v. Richardson-Vicks, Inc., (1985)

그러나, Unilever Acquisition Corp. v. Richardson-Vicks, Inc.,는, 제1

회사가 제2회사에 대해 기업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그 내용으로 각각의 우선주는 보유자에게 2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만약 우선주의 소유권이 변동되면, 처음 36개월 동

안은 25개의 의결권 중 5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건인

데, 법원은 위 Baker 사건에서의 판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에게 이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여, 제1회사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Unocal Corp 사건이나 Baker 사건 등에서 판시

했듯이, 주주간의 차별 그 자체가 델라웨어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차별이 주주가 사전 경

고, 보상 혹은 주주의 승인 없이 의결권을 이전할 권한을 제한하고, 한

종류의 주식을 2가지 종류, 가령 최근 전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

고, 다른 주식의 의결권은 전적으로 인정되는 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도,

위 판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처럼, 주주가 그 의결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하고, 따라서 그의 자산가치를 낮추는 것과 같이, 회사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것은 DGCL s.202(b)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Williams v. Geier (1987)

Williams v. Geier 사건474)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

473) “[t]hese restrictions are limitations upon the voting rights of the 
stockholder, not variations in the voting powers of the stock per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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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허용했던 사건이다. 피고 회사인 Cincinnati Milacron In

c.475) 의 자본조정(recapitalization)이 주주총회에서 승인476)되고, 자본

조정 이전에 주식을 보유했던 자와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 그리

고 3개년 연속 주식을 보유한 자는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그 외의 다

른 모든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보유한다고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 원고가 이러한 자본조정은 단일 종류 주식의 의결권을 달리 정

한 것으로 델라웨어 법을 위반하였으며, 3개년 연속 보유해야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보통주의 양도성이 제한하며, 해당회

사 주주가 자본재조정을 찬성하게끔 의결권을 왜곡하는 등 피고 이사

들이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477)를 들며 소를 청구하였던 사건

이다.

우선 소송요건478)과 관련하여, 피고는 신인의무 위반은 대표소송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Moran 사건479)을 인용하

며 의결권의 침해는 직접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이 사건 자본조정은 의

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직접소송이 허용된다고 하였

다.

본안에서는, 이 사건의 의결권 차등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것이고,

Baker 사건에서의 의결권 차등은 주식 보유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따라서 Baker 사건의 판시를 그대로 적용할

474) Williams v. Geier, [1987 Transfer Binder] Fed.Sec.L.Rep. (CCH) P 93,283 
(Del.Ch.May.20, 1987).

475) 자본조정 결의 당시 기발행우선주은 6만주, 기발행보통주은 2350만주였으며, 10명
의 이사 중 8명이 사외이사였으며, 사외이사 아닌 2명의 이사는 피고 A.D. Geier와 
공동피고인 Geier McCurdy는 창립자의 후손으로서 기발행보통주의 약 12.4%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Geier 및 그 가족은 보통주의 33%, 우선주의 44%를 보유하
면서, 총 의결권의 약 36%를 보유하는,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476) 자본재조정 이전 해당 기업은 NYSE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자본재조정이 이루어지
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의 과반수 및 우선주의 
2/3의 찬성을 얻어 자본재조정이 이루어졌다.

477) 실제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를 태만하게 하고(disclosure claim), 자본조정의 목
적이 피고 가족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entrenchment claim)이었음을 주
장하는 등 5가지의 이유로 소를 청구하였다. 

478) Chancery Court Rule 23.1
479) Moran v. Household Int’l Inc., 490 A.2d at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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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해 사건의 종류주식 발행은, 주식 그 자체의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개인적 권리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양도성이 제한된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간접

적인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DGCL s.202의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 4 관 일본의 경우

I. 개 설

일본회사법에 따르면, 공개회사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인에게

유리한 가액에 신주발행(이하 ‘유리발행’)을 행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현

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을 행한 경우, 그 효력발생480) 전이라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유지를 구할 수 있다.481) 또한 이러한 신주발행이 있

어도, 효력발생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482)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의 소가 인정되는 것은, 신주발행을 유지하는 가처분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신주발행을 강행하는 경우와,

주주에 대하여 공시483)가 흠결되어 주주가 유지청구할 기회를 부여하

지 않았던 경우 등에 한한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484)

이렇듯 신주발행무효사유가 판례상 한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의 판례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상

480) 회사법 제209조
481) 회사법 제210조 1호, 2호의 유지청구, 실무적으로는 재판소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

의 형태를 취한다.
482) 회사법 828조 1항 2호
483) 회사법 201조 3항 이하
484) 大杉謙一, “大規模第三者割当増資”, 会社法施行後5年理論と実務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2011), 8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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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소개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대신하

기로 한다.

II. 신주발행 유지 청구 및 무효 사유

1. 신주발행 유지청구 및 무효 사유

일본회사법에 따르면, 공개회사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인에게

유리한 가액에 신주발행(이하 ‘유리발행’)을 행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현

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을 행한 경우, 그 효력발생485) 전이라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유지를 구할 수 있다.486) 또한 이러한 신주발행이 있

어도, 효력발생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487)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의 소가 인정되는 것은, 신주발행을 유지하는 가처분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신주발행을 강행하는

경우와, 주주에 대하여 공시488)가 흠결되어 주주가 유지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 등에 한한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

다.

이렇듯 신주발행무효사유가 판례상 한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특히 지분이 희석된 손해에 대하여는 손

해배상에 의한 구제도 곤란하다. 이에 이사의 신주발행 결정 자체의 위

법성을 묻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일본 판례를 불공정한 신주발행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발행가액에 따른

경우와 발행목적에 따른 경우를 나누어 살피도록 한다.489)

485) 회사법 제209조
486) 회사법 제210조 1호, 2호의 유지청구, 실무적으로는 재판소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

의 형태를 취한다.
487) 회사법 828조 1항 2호
488) 회사법 201조 3항 이하
489) 伊藤雄司, supra note 260,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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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가액 규제 - 유리발행

이는 상장회사가 총회결의 없이 신주를 유리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주

가 그 신주발행 유지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소는 어느 정도의 납입금액

(회사 199조 1항 2호)을 ‘특히 유리한 금액’(동조 3항, 201조 1항 참조)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판례는 1975년의 것으로, 이 사건은 신주인

수인의 회사에 대한 차액지급책임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청구한 사건

이었지만 그 판지는 유리발행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공정한 납입금액을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구주주의 이익과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였다.490) 또한 일반적으

로 시가가 앙등한 상황에서는, 급등 전 일정기간의 평균치 주가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491)

그런데 유리발행인지가 문제되었던 1975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었던 시가 대비 10% 할인발행의 적정성에 대해 증권회사 및 법률사

무소를 중심으로 한 실무가들은 이 판결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식

의 시장가격으로부터 10% 낮은 납입금액을 정하여도 유리발행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다른 견

해는 판지는 단지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당해사안에서는 발

행회사는 일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전일의 마감가, 과거 1주간의 마

감 가격 평균, 과거 1개월의 마감가격의 평균이라는 3가지의 단순평균

액을 산정하여, 여기서부터 배당락의 부분을 공제하여, 여기에 또 약

10%의 감액수정을 행하기 때문에, 재판소는 이와 같은 납입금액의 결

정방법이 판례취지에 비추어 ‘일응 합리적’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본

다.492)

490) 最判 昭和 50年 4月 8日 民集 29券 4号 350頁, 東京高判  昭和46年1月8日 高民
24券1号1頁

491) 東京地判  昭和47年4月27日判時 679号70頁; 大阪地決 昭和62年11月18日判時 
1290号1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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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발행 – 일응 ‘주요목적 기준’

신주발행에 현실의 자금수요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결론적으로 신주발

행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의 재판례가 ‘자금조

달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있어

도 ‘자금조달이 주요목적이라면 불공정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

론을 직접 서술한 것은 없다.493)

현재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론을 가장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판례에

의하면494) ‘주식회사에 있어 그 지배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i) 기존

주주의 지주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의 신주가 발행되고(대규

모증자), (ii) 그것이 제3자에 배정되는 경우에, 그 신주발행이 특정의

주주의 지주비율을 저하시켜(제3자배정) (iii) 현경영자의 지배권을 유

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때(경영권방어목적)’에는 불공정발

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 이후 판례들은 대체로, 회사 및 기존주주가 당해 신주발행으로 얻

은 이득과, 지배권유지가 회사지배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

량하여, 전자가 우월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495)

4. 일반법리로서 ‘주주평등원칙’

주주평등원칙은 오랫동안 일본 주식회사법상의 원리로서 확립되어 왔

다. 2005년에 이르러 주주평등원칙은 회사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수용

492) 大杉謙一, supra note 484, 84면.
493)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주발행이어도, 그 신주발행의 주요목적이 현경영

진에 의한 회사지배 유지에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94) 判示 1874戶 143面 (2004)
495) 大杉謙一, supra note 484, 85면;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자세히 소개한 이전 연

구로는, 최문희, “신주(예약권)의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 일본방
송 사건에 비추어 본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BFL 제12호, 2005.7. 19-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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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

여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던 차에496) 차별적인 행사조건 및 차별적 취

득조항부로 신주예약권을 무상배정한 것이 문제되었던 2007년 불독소

스사건을 계기로, 주주평등원칙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

의가 전개되었다. 이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주예약권 배정에 있어

서도 주주평등원칙의 취지는 미친다고 전제한뒤, 비록 일부 주주를 차

별적으로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급이 형평이념에 반하여 상당성을

흠결한 것이 아닌 이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497)

이에 대해, 일부 학설은 독일에서의 주주평등원칙 관련 논의를 참조하

여 불독사건에서 일본 법원이 취한 태도는 실질적 평등을 받아들인 것

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498).

496) 회사법 109조
497) 이를 소개한 이전의 연구로는, 최문희, “일본의 포이즌필 발행 사례와 법적 쟁점 –

불독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BFL 제26호, 2007. 11, 99-10면.
498) 독일에서는 1977년 만네스만 사건을 통해, 평등원칙의 의미가 실질적 의미로 확대

되었다고 평가된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거쳐 최고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만약 형식적 의미의 평등원칙을 적용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
게 적용되는 것인 이상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판시하면 족한 사안이
었다. 그러나 1977년 12월 19일 연방통상재판소는, 최고의결권제도이 실질적으로 필
요한 상황이었고, 주주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이유
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은 독일에서와 같이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기타 주주평등원칙을 강제하는 조문(독일 주식법 186조 1항)이 없
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매수방어 
등에 있어서 일정 주주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회사가 필
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방어수단으로 사용된 신주발행 및 신주예약
권의 발행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는, 高橋 英冶, “ドイチ法における株主平等原則”, 民
商法雜紙, 138권 2호, 2008,, 215-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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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3 節 小結 - 法院의 新株發行 規制에 대한 提言

I. 신주발행에 있어서의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1. 우리 상법 및 판례상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이사는 주주평등원칙이나 선관주의의무, 회사의 이익을 극

대화할 의무 등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관련해서는, 제3

자 배정에서의 이사의 행위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으나, 주주

배정에 있어서의 이사의 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화 작업이 진행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은 주주배정에 있어서 이사는 발행가액 기타 발행조건을 설정함에 있

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만을 받는다고 하여, 제3자배정에 비하여 상당

히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주배정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으로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주주보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주배정의 경우라고 하여 이사는 제3자배정에 비해 완화

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2. 대안의 모색

(1) 의무 주체의 확대 - 지배주주 등

미국의 경우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관련 판결에서 지배주주 역시 이사

와 함께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Gatz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공정한 신주발행이 이사의 의무 위반에 기해 이루어졌음

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획

득한 자 역시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대했

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이는 곧 2011년 개정 상법상 제398조 '자기

거래'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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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주체의 확대는 특히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해 금전배상/보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이 때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누구에

대한 의무 위반인지, 유한책임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지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보다 단순하게 주주간의 부가 부당하게 이전된 경우 책임의 성질

을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 본다면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반할 소지는 줄

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의무 상대방의 확대 - 실질적 평등원칙의 적극적인 적용

신주발행에서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문제되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만으로는 그 문제를 시정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따라서 이사가 개별주주의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 2009년 에버랜드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시에서 '회사'를 '주주

전체'로 파악하고, 주주 다수의 이익이 언제나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의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일부 주주

의 지분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신주발행의 특수한 문제상황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499)

이사의 소수주주 보호 의무, 나아가 위에서처럼 책임주체의 확대를 통

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보호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주주평등원칙

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주주평등원칙을 회사법

을 규율하는 대원칙으로 그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이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유력설에 따르면, 평등원칙은 (i)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99) 송옥렬, supra note 51 (2011),720-724면; Verse, supra note 427,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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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평등과 (ii) 그 취급을 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평등원칙으로부터 다른 주주에 대한 성실의무

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500) 다만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평등원

칙은 주주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418조 상의 신주

인수권 규정을 실질적 의미의 평등원칙이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하여, 신주발행의 경우 예외적로 실질적 의미의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사의 신인의무의 내용

1) 주주배정에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 특히 발행가액의 설정

영국의 판례는 주주배정(rights issue)을 주주간 부의 분배가 문제된다

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배정시 신주발행가액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점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정관 또는 보통결의를 통해 이사에게 신주발행권한을 수권한 취지 및 목적.

발행가액 기타 발행조건 설정에 있어서, 이사에게 신주발행권한을 위임한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는 신주를 발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뿐만 아니

라, 신주발행시의 발행조건 설정에 있어서도 수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동해

야 할 것이다.

② 모든 주주에 대하여 ‘공평한 수준(fair to all)’에서 설정될 것.

③ 각 주주의 주식 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함

④ 상장회사(listed companies)나 사적회사(private company)는 모두 주주의 신

주인수권 행사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500) 高橋 英治, supra note 42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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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적회사에서 발행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주주의 신주인수권

불행사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정관 등을 통해 주주의 탈출권을 보장해 주지 않

는 한, 주주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발행가액

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등,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했을 때 상당한 지분희석

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역시, 주주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⑤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여 ‘as nearly as practicable’501)하게 각 주주에 대한 발

행조건이 평등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⑥ 사적회사의 경우,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법원의 주주배정 당시 발행조건 설정에 관한 이사의 의무에 관

한 설시는 우리 상법 제418조의 ‘신주인수권’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418조가 유추적용된다는 의미를 단순히 주주

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제418조

가 적용되는 순간, 회사는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의사를 타진해야 하

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502) 이는 곧 현물출자, 자기주식

처분 기타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기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위 ①－⑥의 사안을 참고해 보면, 주주배정에서의 발행조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각 주주 주식의

501) Companies Act 2006, s.561 (1) A company must allot equity securities to 
a person on any terms unless (a) it has made an offer to each person who 
holds ordinary shares in the company to allot to him on the same or more 
favourable terms a proportion of those securities that is as nearly as 
practicable equal to the proportion in nominal value held by him of the 
ordinary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and (b) the period during which 
any such offer may be accepted has expired or the company has received 
notice of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very offer so made. (밑줄은 필자) 

502) 이철송, supra note 363, 21면. 위 논문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인수권 법리
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2006카합393결정
에 대하여,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을 무
효라고 한다면, 상법 제416조 이하의 모든 조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
고, 이는 곧 준용 규정이 없이 방대한 조문을 유추적용하는, 법해석방법론상 허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 181 -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규정이 주주배정이 원칙적인 형태임을 정한 이상,

이사에게는 모든 주주가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곧, 이사가 형식적 평등원

칙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원칙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②③⑤의 점). 다만, 이사가 수임인의 지위를 가

지는 이상, 회사의 설립목적 및 정관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

며, 그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도 발행조건시 특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다. (①④의 점).

그리고 이상의 모든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as nearly

as practicable)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주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⑤의 점) 이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의

미하는데, 가령 전술했던 Mutual Life Insurance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 결과적으로는 주주배정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정하는 것

을 타당하다고 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주주배정에서의 이사의무의 내용을 단순히 경영판단원칙에 위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점은 참

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생각된다.

2) 주주배정에서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했을 경우의 문제

한편 Kolhi 사건(일명 Sunrise Radio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배정에서

그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신주를 인수

할 자력이 없는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 발행가액을 높게 설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신인의무 위반

(fiduciary duty)이자 회사법 제99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편파적 행

위’(unfairly prejudicial)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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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발행의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

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주주의 지분보유율은 하락했을지라도 경제

적으로 이를 보상받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판례가 언급한 대로, 만약 이사가 주주의 자금 부족 상황

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주주배정에서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즉 신인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503)

3) 실질적평등원칙 및 개별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의 기능과 한계

회사법에서의 ‘평등’이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504), 형식적

평등 개념을 전제한다면 1주권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결원칙에의

구속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질적 평등 개념을 전제한다면

다수결원칙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실질적 평등으

로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의 의

미로 한정하지 않고, 일부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이것이 정당

화될 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에서도 ‘불독 소스 사건’을 통해 실질적 평등원칙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는 평가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505)

503) John Birds et al, supra note 116, 698면은 Kohli 사건을 ‘이사가 주주의 자금 
부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발행가액을 설정한 것’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이 되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사견으로는 주주배정에서의 발행가액을 고가
로 설정한 것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회사가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가령 채무초과),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인식가능한 경우’를 추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가발행을 하더라도, 주식의 잔여지분청구권
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개별 주주는 추가출자한 만큼의 부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주주라면, 추가출자, 즉 자신의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노리고, 소수주주 축
출을 목적으로 고가발행을 강행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04) 加臟新平, 法律學全集1 法哲學槪論, 有斐閣, 1976, 438-439면.
505) 高橋 英治, supra note 428,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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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주평등원칙을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입증책임 분배에

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i) 특정 주주에 대하여 차별적 취급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즉 동등대우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형식적 평등의 위

반), (ii) 필요성 및 상당성의 견제로부터의 정당화 사유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506)

우리 상법은 평등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상

법상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07) 그

러나 ‘기존 주주와 장차 주주가 될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점’을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점으로부터, 아직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

리 판례에서 실제 사건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직접 무효 사유로 삼

은 것은 흔치 않다. 실질적 의미의 주주평등원칙을 회사법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

러, 기업 경영의 기동성을 저해할 수 있고, 회사라는 단체의 속성에 반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간 富의 부당한 이전이 주로 문제된다는 특징

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미의 주주

평등원칙 혹은 이와 기능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개별주

주에 대한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가 차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

평등원칙 등이 일반원리로서 회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평등원칙에 관한 논의를 답습하기 보다는, 상법 제418조 상의 신

주인수권 법리의 내용을 다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의 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각 주주에게 실

506) 高橋 英治, supra note 428, 229-230면.
50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 직원

들에게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시켜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
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
는 것으로서 …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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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파악함과 동시에, 형식적 평등의 의미와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모두 함

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

령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에서부터 실질적 평등원칙 및 개별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의 근거를 찾는 것은, 신주발행이라는 특수 상황에 한하

여 이사에게 개별주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에

서, 주주평등원칙 일반론이나 신의칙 기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비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II.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의 다각화

1. 우리 상법상의 문제점

현재 우리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은 직접소송의 형태를 취하

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대표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금전배상청구(상

법 제424조의2, 제401조 등)가 있다. 그러나 전자는 불공정함이 현저하

지 않은 신주발행을 용인하고, 후자는 원고적격을 엄격히 봄으로써 일

부 소수주주에게 그 피해를 감수할 것을 종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대안의 모색

(1) 대표소송과 직접소송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경우, 대표소송인지 혹은 직접소송인지는 실질

적으로 의무의 상대방 혹은 배상/보상청구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전제한 뒤,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희석, 가령 지배주주가 영향

력을 행사하여, 특정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발행을 한 경우, 이는 회

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것으로,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의 형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러한 미국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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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

자본비용을 상쇄하지 못하
는 자금조달을 감행하여 회
사에 손해를 야기하였는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희석의 
효과가 일부주주에 한하여 나타
났는가?

대표
소송
사안

직접
소송
사안

(a) ○ ○(일부 주주의 지분희석만 발생) ○ ○
(b) ○ X(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손해가 귀속됨) ○ X
(c) X ○ X ○
(d) X X - -

례는 기본적으로 의무의 상대방으로 "소수주주"를 상정하는 것을 익숙

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으로 보인다.

앞서(제2장 제3절) 신주발행을 둘러싼 문제상황을 (i) 자본비용을 상

쇄하지 못하는 자금조달을 감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ii)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

오는, 소위 주주간의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본 바 있다.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가 주주와 회사 양쪽에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던 Rossette 사건의 판시 내용을 참조한다면,

위 문제상황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 판례가 언급한 대

로, 누구의 손해인지, 누구에게 금전배상/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을 나눈다고 하면, 각 문제상황별로 허용

되는 소송형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

다.

　(a)와 (c)의 경우 직접소송을 원칙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혹은 Rossette 판결에서처럼 대표소송과 직접소송을 모두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일부 주주의 손해가 경미한 (c)의 경우에는 대표

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소송을 인정해야

할 사실상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만약 소송의 남용이 우려된다면, 원

고적격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접소송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 공시를 충실히 하였거나, 혹은 신주발

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참여를 장려한 기업 등

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제한하거나 혹은 일차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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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경유하게 하는 등 탄력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원고적격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하는 등, 본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소송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Rossette 판결에서도 손해의 크기에 따라 원고적격을 달리 보

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신주발행이 부당한지 여부를 본안판

결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이 중 (b)의 경우에도 직접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은 없

다. 신주발행에 특유한 문제인 주주간의 부의 부당한 이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사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을 따르면 된다는 점에서 대표소송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a)와 (c)의 경우에는 직접소송을 허용하되, (b)의 경우에

는 직접소송을 불허하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소송요건

심사단계로 끌어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즉, 회사에게 손해가 있

으나, 이 손해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전가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가 저가에 발행된 경우, 형식적으로

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의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대표소송만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그 제3자가 지배주주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에게 편파적인 신주발

행으로 직접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관계인인지 여부는 흔히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대표소송 사안일지 혹은 직접소송 사안일지를 다

투기는 곤란하다.

(b)의 경우, 직접소송을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위 (a) 및 (c)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배제 결정에 있어 주주

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사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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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대표소송으로 다퉈져야 하는 사안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제수단의 다각화

앞서 살펴 본 입법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신주인수권 규

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거래 안

정을 해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이

다른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는다. 최근 판례는 주주

배정 기타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게 침익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피

해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

였다.

미국의 경우 수권자본규정을 위반한 신주발행만을 무효로 하고, 기타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역시 법원이 다른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부당한 신주발행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소수주주의 손해배상/손실보상

을 인정하는 것은, 신주발행을 무효화하지 않음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

모할 수 있고, 사실상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나아가 금전배상/보상으로는 그 피해가 전

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령 폐쇄회사에서의 의결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경우에 따

라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 및 회사의 권익침해에 대해 이사, 업

무집행지시자 혹은 주요주주에게 그 금전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시가발

행을 촉진하고 무효확인에 비해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 미국의 IPO 관련 실증연구에 따르면 소송위험은 IPO 저가발

행을 막는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진다고 한다.508) 신주인수권 법리 위반

508) 장범식, Seha M, Tinic, 소송위험이 최초공모주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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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입법은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참고할 때,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

련하거나 혹은 상법 제424조의2의 주관적 요건 및 소송요건의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주발행을 반대한 주주의 ‘탈출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Vol. 11, No.2, 1994, 223-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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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結    論

본 연구는 우리 상법 및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기타 부당한 신주발행 규제수단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사 등의 의무론이 신주발행에 관련된 문제를 해

소하는데 적절한지를 살피고,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나

아가 각 장의 소결론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입법론 및 해석론을 제시하

는 것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은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를 분리하여 파악

할 필요가 생긴다는 특징을 가진다. 신주발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경

우, 이 때 회사의 손해가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귀속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실증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

주발행은 일부 주주를 축출하거나 혹은 경영권 방어,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신주발행이 남용될

경우, 이는 비단 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의사에 반하는 경영을 허용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이나 투자시장

의 안정성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요하게 된

다. 신주발행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상법과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소위 에버랜드 사건에 관한 법원은 어떠

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될 쟁점

을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을 통해 승인하고 나면,

이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없는 이상 그 승인을 철회하기 곤란한 점.

②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인정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이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의 타당성 여부.

③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그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규정된 ‘발행가액이 고가일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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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생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발행가액을 고가로 설정하는 등의 경우를 상

정한다면, 여전히 주주 이익 보호에 미흡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

④ 신주발행, 특히 주주배정의 경우 이사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그 재량이

존중되고, 별다른 행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의 신주발행

무효이거나 혹은 대표소송을 통한 금전배상/보상만을 규정함으로써, 구제

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

우리 상법이 ①의 점에 대하여 주주의 참여를 매우 제한되게 인정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의 법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

주발행에 대해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발견된다. 특히 신주인

수권을 opt-out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예를 살피면, 신주발행

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이사의 재량권한을 인정함에 있

어, 기간 및 발행가능주식한도를 정하여 수권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한번 정관으로 수권하고 나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

회 소집이 있기 전까지는, 그 수권을 철회하기 힘든 우리 상법과는 비

교되는 지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규모 제3자 증자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시장안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개정을 이어, 2012년 회사법 개정 요강안

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과정에

서 논의된 사항을 상술․정리하였는바, 우리 회사법제상 신주인수권 기

타 주주보호수단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인,

신주인수권 규정은 양도성 인정 여부․배제요건․위반시 효과 등에 따

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각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 상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은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다. 영국 법

제상의 신주인수권 제도는 ②와 ③의 점에서 주주 보호 기능이 탁월하

다. 회사법상 신주인수권은 그 양도성을 강제하고, 상장규정상으로는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추가적 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신주인수권 불행사로 인한 지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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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취한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opt-in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주주

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바, 2011

년 시행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 과정은 우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색하는데 도

움을 준다.

④와 ⑤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답

을 하고자 하였다. 2006년 개정된 영국 회사법은 과거 판례를 통해 인

정되어 오던 신인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정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신주발행 관련 판례를 살피는 것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성문

법상 어느 규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 법원이 이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

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주주배정의 경우, 영국 법원이 (i)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개별 주주 이익을 부당히 침해해

서는 아니 될 의무를 도출하였고, (ii) 회사법상 신주인수권 규정으로부

터 실질적 평등원칙과 형식적 평등원칙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을 가진

신주인수권 법리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iii)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

을 원칙적인 경우로 정한 규정에서부터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신주인수

권을 행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의무’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음은 참

고할 만하다. 이와 같은 영국의 판례는 ④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

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부당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기 보

다는 금전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적인 태도로 한다는 점,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2007년 Rossette 판결이 대표소송 및 직접소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중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Rossette 판결은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회사의 손해가 주주

전원에게 균등하게 전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소송뿐만 아니라 주주

의 직접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Rossette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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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ii) 회사의 손해가 각

주주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지 않고, 일부 주주에게 편중되었는지의

기준에 따라 4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이에 따라 대표소송 사안인지, 직

접소송 사안인지, 혹은 중첩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지가 달라지게 된

다. 그러나 (ii)의 사항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판단되기 곤란한 측면

이 있는 반면, 회사의 손해가 각 주주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는 전

형적인 대표소송 사안을 직접소송으로 다룬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생

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신주발행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은 원

칙적으로 직접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사견으로 제시하였다. 남소의 위험성은 원고적격을 통해 제한하기 보

다는, 다른 방안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상의 논의가, 상법상 회사와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혹은 강

학상 폐쇄회사 등 어느 범위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현

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상장

회사의 경우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

고 해서 이러한 이분법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령 기업

그룹의 중추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상장법인으로 해두는 경우에는, 이분

법적인 시각만으로는 적절한 규제를 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한 대략적인 개선 방향만 제시했을 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제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음

에 한계가 있다. 가령 신주발행이 지배주주의 변동을 가져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의 선임결의에 유사한 절차를 요구할 것인지, 합병

기타 조직변경에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에 대한 규제에 관한 부분은 미처 논의하지 못 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

라, ‘주주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기동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회사 운영 실무상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가 가장 적절한지를

제시하지 못 한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된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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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시장 안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

한다. 추후 다른 연구에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회사 실

무 관련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바탕을 둔, 보다 설득력 있는 개선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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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emptive Rights and Shareholder Protections in Share Issues

KIM, Ji-ah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adopted an “opt out” provision for 
preemptive rights: unless the articles of company give directors power 
to issue shares as if the preemptive rights did not apply. The 
preemptive rights in Korea, however, do not fully protect shareholders 
from dilution.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laborate on several legal 
features which make weak protections for shareholders in share 
issuance and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anti-dilution protections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Germany and Japan). 
 Issuance of shares based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some 
features; (i) the articles of company may give directors power to issue 
shares as if the preemptive rights did not apply, however shareholders 
couldn’t get back their preemptive rights until the board of directors 
would call for amendment, (ii) preemptive rights with renounceable 
basis are not mandatory, therefore directors may make a decision freely 
whether to allow transferablity, and (iii) mere damage without more 
cannot give rise to a shareholders’ claim. This is because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fers two kinds of legal remedies; one thing is 
invalidating an allotment of shares, which requires ‘seriously inadequate 
share issuance’, and another is a derivative action to ask director’s 
monetary compensation of art.401, 403 and art.424-2. The requirement 
of a "seriousness" inadequacy might play a role to deni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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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loss under a certain level, and shareholders without one 
percent shareholding requirement cannot bring a derivative suit. 
 In addition to these properti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famous case, ‘the Issuance of Everland Convertible Bonds 
(2007Do4949)’, held that (iv) a director may determine conditions of 
issuances freely based upon business judgment when company issued  
stock on a preemptive basis. According to the Court, when 
shareholders do not take up their rights to subscribe, allotting 
unsubscribed shares is allowed freely by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a third-party issuance that requires 
directors to issue shares at a market price under the fiduciary duty.
 Enforcing the periodical modification of authorization of directors' 
disapplying power and the mandatory transferability of nil-paid rights 
can be solutions for the problem above (i) & (ii). Furthermore, 
allowing shareholders a direct claim to compensate for their loss can 
be more effective wa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dilution and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ird parties from invalid allotment. 
 As far as directors’ fiduciary duties are concerned, directors are 
required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within the authority which has been 
conferred on them, and in rights issue, to offer shares with the 
conditions at a level which is fair to all. To specific, ‘a fair to all’, 
which is based on preemptive rights, could include not only treating all 
the shareholders as same, but also considering their own interests.

Key Words : Preemptive rights, Shareholder Protection, 
   Share issuance, Rights issue, Anti-Dilution, fiduciary duty Student Number :  2 009 - 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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