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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한책임회사는 1892 년 독일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고안하여 기존 각 회사의 특징을 종합·선택하고 특히 주식회사제도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이다. 독일에서는 소수의 대형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고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형태를 이용한다. 중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의 조직형태가 경제활동에서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였으며 상업 활동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상업주체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의 수가 적고 

출자액이 작으며 대부분 주주간의 인적신뢰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인적성(人的性)과 폐쇄성(閉鎖性)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유한책임회사는 이질적인 자가 주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일정하게 제한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지분을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주주의 구성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분 

양수인이 외부 제 3 자라면 주주 구성원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유한회사의 인적성과 폐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회사법에서 지분양도자유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수정하여 지분의 

외부양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설계하여야만 주주의 지분양도자유와 

유한책임회사의 인적성 간에서 일종 균형을 찾는 것은 현대 

유한책임회사 입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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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회사법도 유한책임회사 지분외부양도에 대한 일종 

제한으로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다. 1993 년 중국의 첫 번째 

회사법이 반포되면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대하여 

규정한 이래 2005 년 개정 회사법을 통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내용을 진일보 보충하고 수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회사법 규정의 내용은 여전히 간단하고 원칙적이라서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양도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와 

실무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견해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모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우선매수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선매수권에 관한 2 개 핵심적인 문제인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그 행사효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비교법적으로 중국 우선매수권제도의 

입법모델과 현행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분석한 다음, 현행 규정에서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 및 행사효력에 대하여서는 중국 학계와 

실무의 주요 주장을 각각 정리하고 분석한다. 특히 실무에서 가급적 

많은 법원의 판례를 선별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논거와 논증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법원에서 통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학계의 각 학설과 실무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논의한 후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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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효력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일부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주요어: 유한책임회사, 지분양도, 우선매수권, 법적성격, 행사효력. 

학  번: 2009-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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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분양도행위는 가장 보편적이고 활약적인 일종 시장행위로서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분양도행위는 회사의 자본조달과 자본의 유통을 

유효하게 추진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투자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1  유한회사 2 는 일종 조합과 주식회사 사이에 

있는 기업형태로서 인적성(人的性)과 물적성(物的性)을 동시에 구비한 

것이 특징이며 설립이 용이하고 조직기구(組織機構)가 원활하여 이미 

중국의 경제활동에서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였으며 상업활동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회사조직형태로 되어 주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3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분은 그 소유자인 지분의 재산권 행사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을 금지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이 원칙이 없다면 

                                                        
1 王保樹, 『實踐中的公司法』,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8，45 면. 

2  중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 형식은 2 가지인바,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와 

주식회사(股份有限責任公司)이다. 중국의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 

설립한 것이며 주주는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부담한다(회사법 제 3 조 

제 2 항 및 제 24 조). 중국의 유한책임회사는 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 “유한회사”로 용어를 통일한다. 

3 趙旭東, 『公司法學』，高等教育出版社, 2006，82-8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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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산되고 재설립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를 탈퇴할 수 있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주주의 수가 적고 주주간의 인적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페쇄적인(閉鎖性) 특징으로 이질적인 자가 주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분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3 년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를 통하여 주주의 우선매수권제도는 중국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현행 회사법 규정 6 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과 달리 1983 년 규정에서는 우선매수권은 반드시 “동등한 

조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주주 외의 외부 

제 3 자에 대한 양도조건은 주주간의 양도조건보다 우대해서는 

아니되고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였다. 1993 년 중국의 첫 번째 회사법이 반포되면서 

제 35 조에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7  1983 년의 

국무원 규정과 비교하여 1993 년 회사법 규정에서는 명확히 “동등한 

                                                        
4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0, 65 면. 

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 23 조. 

합자 일방이 제 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출자액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합자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 

출자액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합자자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합자 일방은 기타 

합자자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 제 3 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한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6 본 논문에서 현행 회사법은 2013 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회사법을 가리키며 아래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회사법” 또는 “현행 회사법”은 중국 2013 년 개정 회사법을 

가리킨다. 

7 1993 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5 조에 의하면 주주 간에는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분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 지분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 하에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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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2005 년 개정 회사법을 통하여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13 년 현행 회사법은 2005 년 회사법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8 1993 년 회사법과 비교할 때 2005 년 

회사법 규정9은 2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결방식을 추가하였고 특히 회사정관을 통하여 

회사법의 규정과 달리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법률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규정하지 않았다.  

 

2. 연구의 목적 

  

상기 법률규정의 발전으로부터 볼 수 있는바 중국의 유한회사 주주 

우선매수권제도는 점차 완비되고 있지만 우선매수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현행 회사법 규정을 근거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을 

                                                        
8  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과 관련하여, 2013 년 회사법이 새로 개정되어 2005 년 

회사법 제 72 조를 제 71 조로 변경하였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2005 년 회사법 제 72 조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2013 년 현행 회사법 제 71 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   

9 2005 년 회사법 제 72 조(현행 회사법 제 71 조)에 의하면 주주 간에는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 시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지분 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주주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하려는 지분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 하에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2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정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회사정관에서 지분양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회사정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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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우선매수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고  

또한 그 행사조건은 무엇이며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어떠한 

법적효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회사법은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과 

행사효력에 대하여서는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선 중국 유한회사 주주 우선매수권에 관한 

일반론을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중국 우선매수권제도에 대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행 입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들을 검토한 다음, 주로 현재 중국 학계와 실무에서 쟁의가 

가장 큰 2 개 핵심적인 문제-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 및 

제 3 자에 대한 행사효력 10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분석한 후 나아가 

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중국 국내 문헌을 위주로 

기타 한국문헌 및 영미문헌에 대한 참조를 토대로 우선매수권의 

일반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2 개 핵심적인 

                                                        
10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나뉠 수 있는바, 대내적 

효력은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에 대한 효력으로서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대외효력은 지분양도주주와 외부 제 3 자에 대한 효력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행사효력은 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리키는바, 즉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매매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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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의 학설과 실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는바, 주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성격과 행사효력에 관한 

중국 학계의 각 학설에 대하여 총결하고 분석한 기초 하에서 

실무에서 법원의 판례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여 중국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논문은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주주 우선매수권의 일반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1 절에서는 우선매수권의 개념 및 유한회사의 인적성 

특징과 지배구조 측면으로부터 그 이론기초를 설명하였다. 

제 2 절에서는 비교 분석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우선매수권에 관한 

각국 입법례를 법정 입법례와 약정 입법례로 분류하여 각각 고찰한 

후 중국 현행 입법모델을 법정 입법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 3 절에서는 중국 우선매수권에 관한 현행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 

회사법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입법발전, 현행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 4 절에서는 주로 지분양도제한조치인 우선매수권에 대한 정관의 

변경절차와 그 효력 및 정관의 자치범위와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지분양도제한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은 전체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그 반대주주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중국 현행법 

규정으로부터 볼 때 회사의 정관은 회사 외부의 제 3 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관규정은 지분양도제한 조건을 

가중·완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양도금지효과가 있는 규정은 

무효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절에서는 중국 회사법상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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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의 선행 절차인 기타 주주의 동의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분양도사항에 대한 통지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의권의 

행사절차와 행사효력을 설명한 후 동의권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나아가 중국 현행 회사법은 기타 주주의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규정하였으나 동의권은 지분의 외부양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제 3 장에서는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 및 행사효력 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주요 학설을 소개하고 각 학설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우선매수권의 권리성격과 관련하여 중국 학계는 

주로 “형성권설”, “청구권설”, “기대권설”, “물권설” 등 4 개 학설이 

존재하고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비교적 영향력 있는 학설이고 

“형성권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다수이다.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과 

관련하여 중국 학계는 현재 주로 “무효설”, “유효설”, “취소가능설”, 

“발효조건부설” 및 “효력미정설” 등 5 개 학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설은 “유효설”이다. 

 

 제 4 장에서는 주로 실무로부터 우선매수권의 성격과 행사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판례 38 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우선매수권의 권리성격과 관련하여 

법원은 대부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극소수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확히 주주의 우선매수권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이 “형성권”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과 관련하여 제 3 장에서 살펴본 학계의 5 개 

학설을 법원의 판결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 중에 

“무효설”과 “유효설”을 주장하는 법원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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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에서는 제 3 장의 학계 이론과 제 4 장의 실무 주장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 및 행사효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초상에서 필자는 각 학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을 일종 

“청구권”이지만 강제적인 계약체결 성격이 있는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선매수권의 행사 효력에 대하여서는 

“유효설”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 6 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중국 

유한회사의 우선매수권제도에 존재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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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주 우선매수권에 대한 일반론  

유한회사는 1892 년 독일의 입법자들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고안한 것이며 11 ,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소기업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2  독일에서 생성되어 발전해 온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제 2 의 자본회사라고 볼 수 있다. 13 

하지만 유한회사는 실제적인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원이 

유한책임의 특권을 부여하면서 소수의 구성원에 의하여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인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14 이러한 주주의 수가 적고 주주간의 인적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유한회사는 이질적인 자가 주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가 지분을 기존 주주가 아닌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바로 중국에서의 일종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제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 1 절 우선매수권의 개념과 이론기초 

 

1. 우선매수권의 개념 및 종류 

 

(1) 우선매수권에 대한 정의 

 

                                                        
11 송옥렬, 『상법강의』 제 3 판, 홍문사, 2013, 1225 면. 

1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 18 판, 박영사, 2010, 12 면. 

13 최기원, 『 신회사법론』, 제 13 대정판, 박영사, 2009, 970 면. 

14  유주선,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 동화를 위한 유럽 유한회사법(안)과 한국의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일감법학, 제 18 호, 2010, 344 면. 



- 9 - 
 

우선매수권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일정한 민사주체가 특정 

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계약의 약정이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15  우선매수권은 소유권자(또는 의무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인이 법률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16  

 

중국 학계 통설에 의하면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17 은 민법상 

우선매수권의 일종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유한회사의 주주가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외부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양도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18  하지만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보면 

유한회사의 우선매수권은 여러 가지 변형(變形)이 존재한다. 중국 

통설에서 말하는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중국 입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한 일종 협의(狹義)한 우선매수권이며 광의(廣義)한 우선매수권은 

회사나 기타 주주(기타 주주가 지정한 자를 포함)가 우선적으로 

제 3 자와 비교하여 양도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 말할 수 있다.19  

 

                                                        
15 王利明, 『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及說明』，中國法律出版社，2001，32 면. 

16 王澤鑒, 『民法學說與判例研究』 第壹冊，中國政法大學出版社，2005，475 면. 

17 미국에서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외부의 

양수인에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청약을 하고, 이들이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외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임재원,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9 년, 675 면) 

18 毛亞敏主編, 『公司法』，浙江大學出版社，2008, 128 면. 

19 趙旭東主編, 『公司法學』，高等教育出版社，2003，2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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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중국의 우선매수권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으나 

중국 우선매수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장 제 2 절에서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하는 경우 중국의 우선매수권제도와 비교가 

가능한 廣義우선매수권을 포함하여 고찰할 것이다.   

 

(2)  법정 우선매수권 및 약정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지 여부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이다. 설사 어느 한 국가의 입법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국 입법례를 고찰하여 보면 주주 우선매수권은 크게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 등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20 

중국 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 

우선매수권과 약정 우선매수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전자는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특정 법률관계 중의 특정인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약정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21  중국의 통설에 근거하여 

본장의 제 2 절에서는 법정 우선매수권과 약정 우선매수권 등 2 가지 

로 분류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2.  우선매수권의 이론기초  

                                                        
20胡大武、張瑩,“有限責任公司股東優先購買權的理論基礎”，法學研究，第 192 期，200

7，91 면 

21王澤鑒, 앞의 책, 4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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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회사의 인적성 및 폐쇄성 

 

유한회사는 주주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설립한 것이며 

신뢰관계가 강할수록 회사의 폐쇄성 22 도 강하다. 폐쇄회사 23 는 그 

지분구조가 폐쇄적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며 

폐쇄성으로 인해 보유지분을 제 3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탈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24  독일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유한회사는 인적회사이며 유한책임회사법의 입법목적은 

주주간의 긴 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회사 주주수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한다.25 미국 학자 Herbert M 

Bohlman 은 폐쇄회사의 주주는 가족과 비교하여 기타 주주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주주간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만약 전혀 모르는 제 3 자와 같이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면 

기존주주로써 거의 불가능한 것이므로 기타 회사에 비하여 

폐쇄회사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26  

                                                        
22  중국 유한회사의 폐쇄성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주요표현이 있다. 회사 설립 

시에 사원의 인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 출자총액은 전부 발기인이 인수해야 하며 

회사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출자자는 

회사가 성립한 후 출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사원의 출자증명서는 자유로 

유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사원의 출자양도는 기타사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기타 

사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유한회사의 경영사항과 재무장부는 사회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양동석: <중국 회사법>,2007 년, 진원사, 314 면) 

23  영미법계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중국의 유한회사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유한회사와 서로 다른 회사유형이며 대륙법계의 유한회사와 

비슷한 개념은 미국법상의 폐쇄회사(Close Company)와 영국법상의 비공개 

회사(Private Company)이다. 본 논문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유한회사와 

비교가 가능한 영미법계의 회사를 “폐쇄회사”라 부른다. 

24 노혁준, “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 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 29 권 제 4 호(2011), 146 면. 
25〔德〕托馬斯•萊塞爾，呂迪格•法伊爾, 『德國資合公司法』, 高旭軍 等譯, 

法律出版社，2005, 389 면, 494 면. 

26 [美]〔美〕Herbert M Bohlman ＆ Mary Jane Dandas,『商法: 

企業的法律、道德與國際環境(英文第5版)』, 清華大學出版社，2004, 6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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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이든 폐쇄성이든 주주간의 인적 신뢰관계와 접히 관련되며 

이러한 신뢰관계는 회사 주주간의 긴 한 합작관계를 형성토록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기존주주 간의 긴 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신규참여자 특히 이질적 주주가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주주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폐쇄회사에서 주주간의 관계는 

일종 신뢰·합작관계에 기초한 조합원의 관계와 유사한바, 이러한 

신뢰와 합작은 회사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법적으로 주주의 지분양도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27  

 

(2) 회사 지배구조 및 지배권의 유지 

 

유한회사의 인적성으로 주주 간의 신뢰관계 유지는 회사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소유권 구조상 지분의 집중적인 지배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제 3 자의 가입으로 인해 원래 지배구조를 

파괴하여 회사에 대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면 회사와 주주에게 모두 

불리하므로 주주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가급적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28  기존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통하여 주주가 새로운 주주와 합작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중국 학자에 의하면 법적으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는 원인은 기존주주로 하여금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기득이익을 

                                                        
27 Emanual S L. Corporation [M]. [S.L.]: Critic Publishing House, 2003, 149 면. 

28 王義松, 『私人有限公司視野中的股東理論與實證分析』, 中國檢察院出版社，2006， 

24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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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9 . 즉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성 

권리이며 이는 기존 주주가 회사기여에 대한 일종 승인이며 

기존주주의 기득이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회사는 기존주주가 

경영하고 발전한 것이며 주주가 변경될 시 기존주주의 기득이익의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 회사의 지배권이 포함된다. 만약 

법률이 기존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우선 고려사항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30 

 

미국 학자도 폐쇄회사에서 우선매수권을 비롯한 주식양도제한 

조치는 주로 가족의 지배권이나 또는 관리의 조화성(compatibility)을 

확보하는데 작용이 있으며……우선매수권의 주주퇴출금지원리는 

폐쇄성 회사의 상황하에 강한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31 아울러 

지배는 순수한 이익을 발생하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이익은 기타 주주의 권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서는 폐쇄회사 

주주의 기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상당히 자유적인 태도를 

취하여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32  

 

 

제 2 절 우선매수권에 관한 각국 입법례 고찰 

 

                                                        
29 王欣新、趙芬蘋, 再談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法律問題, 人民法院報, 2002，7 면. 

30 Ibid.19 면. 

31  Ellen S1 Friedenberg, Jaws III: the Impropriety of S hark -Repellent 

Amendments as A Takeover Defense, 7 Del1 J1 Corp1 L1 FALL, 1982, FN1901 

See generally Man ne, Our Two Corporation Systems: Law and Economics, 53 

VA1 L1 REV1 259, 278- 80 ( 1967) 

32 Ellen S. Friedenberg Jaw sIII: the Impropriety of Shark Repellent Amendments 

as A Takeover Defense, 7Del, J.Corp. L.Fall, 1982 FN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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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우선매수권의 입법례 

 

(1) 프랑스 

 

유한회사의 지분은 회사지분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다수 

결의로 승인되어야 제 3 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분의 외부 

양도를 거절한 경우, 기타 주주는 <프랑스 민법전>제 1843-4 조33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해 확정된 가격으로 양도를 거절한 날로부터 

3 개월의 기한 내에 스스로 지분을 취득하든지 또는 그가 지명한 

제 3 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양도주주가 

동의한다면 유한회사도 동일한 기한 내에 역시 양도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34 

 

(2) 일본 

 

유한회사의 사원이 전부 또는 일부 출자지분을 사원 외의 

외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액의 

양도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원은 회사에게 기타 양수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의 주주회의는 반드시 기타 

양수인을 지정해야 한다.35  

                                                        
33 <프랑스 민법전>제 1843-4 조: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사가 이러한 지분을 

매수할 시, 해당 지분의 가치에 대해 쟁의가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감정인에 의해 

확정한다. 쌍방의 합의가 없을 경우, 상사법원장이 간이절차에 의하여 임명되는 

감정인이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상사법원장의 심판에 대해 

항소해서는 아니 된다. (羅結珍譯, 『法國民法典(下) 』, 中國法制出版社, 

2005，1367 면) 

34  <프랑스 상법전>제 223-14 조(2004 년 3 월 25 일 제 2004-274 호 

법령)( 羅結珍譯, 『法國公司法典(上) 』, 中國法制出版社, 2007，75 면) 

35 <일본유한회사법> 제 19 조  

제 3 항: 주주는 서면으로 양수인 및 양도 출자 지분 수액을 기재하여 회사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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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대만 회사법 규정은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제한 조건을 규정하였는바 지분을 양도하는 주주가 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이사가 아닌 일반 주주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한, 그의 전부 또는 일부 출자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되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정관에 

기재된 주주 및 그 출자액 관련 사항의 수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36 이사인 주주가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려면 기타 전체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4) 마카오 

 

1999 년 <마카오상법전>규정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의 행사주체는 

회사와 기타 주주에게 있지만 회사와 주주에게도 우선 순서가 있는바 

즉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기타 주주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있다. 아울러 지분양도주주는 우선 지분양도조건을 

                                                                                                                                         
승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양도 부동의 시, 기타 양도인을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항: 제 3 항에서 규정한 지정 청구가 있을 경우, 양도 승인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주주회의는 별도로 양도인을 지정해야 한다. (胡大武、張瑩 , 앞의 논문, 34 면) 

36대만 <회사법> 제 1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趙旭東, 『境外公司法專題概覽』, 

人民法院出版社，2005，4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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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통지한 후 회사가 45 일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에야 주주는 15 일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5) 미국 

  

 미국의 제정법적으로 직접 회사나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경우는 많지 않다. Mont 주법에 의하면 지분의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회사38에게 우선매수권39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우선매수권 제한규정은 

Mont 주법을 적용하는 모든 회사에게 자동 적용되므로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할 경우 우선 회사에게 지분의 매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가 제 3 자에게 제공한 동등한 가격과 조건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40 

                                                        
37  1999 년 <마카오상법전> 제 367 조 제 1 항: 회사는 지분의 외부 양도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기타 주주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있다. 다만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 2 항: 지분양도의사, 양도가격, 양수인 관련 자료 및 기타 조건을 회사에게 

통지한 후 회사는 45 일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주주는 15 일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가격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감정인이 지분에 대한 평가 가격의 50%를 초과할 경우, 회사 및 주주는 평가가격에 

25%를 가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中國政法大學澳門研究中心, 

『澳門商法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454 면) 

38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회사는 주주에 비하여 

매수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기존 주주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소유지분의 유지에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특히 자금이 부족한 주주로서는 다른 

주주들만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39 미국의 지분양도제한 조치에서 우선매수권과 유사한 것은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과 first option at fixed price 이며, right of first refusal 은 회사와 주주에 

있는데, 만약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회사와 주주가 아닌 기타 외부 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주는 반드시 제 3 자가 제시한 매수가격과 매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지분에 대한 매도청약을 제공해야 하며 

회사와 주주는 매수할 지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다. 만약 회사와 주주가 계약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에는 비로소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first option at fixed price 은 제일거절권과 유사하며, 

부동한 점은 지분의 매수가격은 제 3 자의 가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택권을 규정한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Steven L. Emanuel. Corporations 

[M]. Citic Publishing House, 2003,150-151 면) 

40  The Montana Close Corporation Act, §35, Steven C. Bahls and Mar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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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한 결과,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제한방식과 

제한정도가 다르다. 우선매수권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주주간의 

지분양도가 아닌 외부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지분의 외부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이나 승인권이 있는 주체도 다르다. 

예를 들면 일본은 사원총회에 있고 프랑스와 대만은 기타 주주에게 

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주체도 다른바, 대만은 기타 주주, 

미국 Mont 주는 회사에게, 마카오는 기타 주주와 회사에게 모두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41은 심지어 지정된 제 3 자까지 

양도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아울러 입법례에서 관한 지분양도제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동의권”과 “우선매수권 42 ”으로 분류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본다면 43  

프랑스와 일본은 주주의 지분 외부양도 시의 동의권제도와 

지정구매제도를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주에게 

廣義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고, 미국과 마카오 지역 회사법은 회사 

또는 주주에게 동의권이 없는 狹義우선매수권을 규정하였다. 오로지 

                                                                                                                                         
Compton Quist: “The ABA Model Statutory Close Corporation Act:A New 

Opportunity for "Made In Montana"Corporations”, 49 Mont. L. Rev. (2014)  

41프랑스와 일본의 규정을 보면 회사, 기타 주주 또는 그들이 지정한 타인은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일종 

廣義우선매수권이다.( 趙萬壹、吳曉鋒, 『商事思維下的公司法實務研究』, 

中國法制出版社，2009，163 면.) 
42여기서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狹義우선매수권이다. 
43  동의형 제한이 지분의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반하여 우선매수권은 양도의 

상대방과 양도가격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의형 제한보다 제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윤영신，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론,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 14 집 제 4 호, 2012 년 12 월, 36-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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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지역 회사법만이 지분 외부양도 시의 동의권제도를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분 양도에 거절한 주주에게 우선매수권도 규정하였다.  

 

2. 약정 우선매수권의 입법례 

 

(1) 독일  

 

회사의 지분은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에 기타 요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44  따라서 회사 정관에서 주주의 지분양도제한을 

규정하는 것 외에 주주는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서 

지분양도에 대하여 “기타 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의 “기타 요건”은 회사이익, 주주이익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우선매수권 등을 포함한다. 45  

 

(2) 한국 

 

한국은 2011 년 상법 개정전에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는 

정관변경과 같은 요건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46 

2011 년 개정법47에는 이를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되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44 이종규, 『獨逸會社法』，한국세무사회, 1999, 205 면. 

45〔德〕托馬斯•萊塞爾，呂迪格•法伊爾, 앞의 책, 493 면 

46 개정전 상법 제 556 조의 의하면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관에 의해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당시 특별결의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제한을 단서에 가중할 수 있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었다.(이철송, 앞의 책 각주 15, 1145 면) 

47 상법 법률 제 10696 호 일부개정 2011. 05. 23. 제 556 조 (지분의 양도)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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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48  개정전 상법 제 556 조의 의하면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관에 의해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당시 특별결의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제한을 

단서에 가중할 수 있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었다.49 

 

(3)  미국 

 

가. 보통법에 대한 고찰 

 

미국 종래의 보통법에 의하면 주식양도권이 주주가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는 신규참여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식양도제한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합리적인 때에만 양도제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법이론이 전개되었다. 50  예외적으로 주식양도제한이 

회사나 주주에게 필요한 경우이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었다.51  

 

특히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또는 기존주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제한으로 효력이 부인되었다. 2 인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어느 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만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주주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제 3 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사안에 관한 Rafe v. Hindin 판결에서 뉴욕 주대법원은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고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48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 20 판, 박영사, 2012 년, 1144 면. 

49 Ibid. 1145 면. 

50 Franklin A. Gervurtz, Corporation Law, West Academic, 2000,p.520. 

51 Allen v. Biltmore Tissue Corp., 2 N.Y.2d 53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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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5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에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한 판례도 있고 53 회사의 지배권을 불합리한 

방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한 주식의 양도에 

주주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54  

 

나. 제정법 규정 

 

오늘날 미국 많은 제정법이 주식양도제한을 허용하는데 

주식양도제한이 합리적이면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수의 주의 제정법은 다양한 유형의 주식양도제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식양도제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정관(articles), 부속정관(by-laws),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또는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an agreemen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에 규정된다.55 

 

예를 들면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은 기본정관, 부속정관, 

주주간계약 등의 주식의 양도에 우선매수권 조항이나 회사나 

주주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였고56 

                                                        
52 Rafe v. Hindin, 244 N.E.2d 469(N.Y.1968) 

53 Penthouse Properties, Inc. v.1158 Fifth Ave., Inc.,256 A.D. 685 (1939)에 의하면 

회사가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주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경우 

주식양도는 입주권과 결합하여 이전하므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또는 주주들의 3 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제한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54 Gray v. Harris Land & Cattle Co., 737 P.2d 475(Mont. 1987) 

55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Examples & Explanations [M]. Citic Publishing 

House,2003,448 면. 

56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 §202 기본정관, 부속정관, 주주간계약 

등의, i)회사나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우선매수권을 주는 규정, ii) 주식의 

양도에 회사나 주주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 iii) 강제매매규정, iv) 현저하게 

불합리한 제한이 아닌 한 특정인에 대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규정, v) 기타 

주식양도에 대한 적법한 제한규정 등은 유효하다. 

http://delcode.delaware.gov/title8/c001/index.shtml, 2014 년 4 월 8 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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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모범사업회사법도 모든 유형의 양도제한을 허용하는데 위 

데랄웨어주와 거의 같고, 우선매수권 조항을 허용함을 명시하고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권조항과 특정인에 대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약정도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57  

 

(4)  소결 

 

약정 우선매수권 입법모델 하에 유한회사의 주주는 사전 약정에 

따라 지분의 외부 양도 시 우선매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주주간에 

약정이 없을 경우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없다. 약정 방식을 놓고 

말하면 독일과 한국의 입법은 반드시 회사 정관에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정법의 특징은 정관과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널리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아울러 미국을 놓고 말하면 현재 많은 주에의 제정법은 

우선매수권을 비롯한 주식양도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통법의 

시사점에서 근래의 미국 판례 경향을 보면 법원은 합리성의 

인정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왔고 특히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의 취득 시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통지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제한이 합리적인 것이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제한의 유효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58 

 

3.  중국의 입법선택 

 

                                                        
57 [RMBCA§6.27(c)(d)] 참조. 
58 임재원, 앞의 책, 683 면.  



- 22 - 
 

중국의 회사법에 의하면 주주 간의 지분양도는 자유롭지만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지분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외부양도가 가능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또한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법정 우선매수권인과 약정 우선매수권의 판단기준은 우선매수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가 여전히 

우선매수권이 있다면 이는 법정 우선매수권 입법례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약정 입법례이다. 중국 회사법에서 회사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법정 우선매수권 입법례 국가라고 본다. 

 

4. 소결 

 

세계 여러 국가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우선매수권에 

대한 입법모델은 법정 입법모델과 약정 입법모델 등 2 가지 

입법모델이 있다. 약정 입법모델은 법정 입법모델과 비교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고도의 자치(自治)권리를 부여하였다.  

 

필자는 중국은 현재 법정 입법모델을 취하고 있지만 私法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장 주체의 공평한 거래를 침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주주에게 충분한 의사자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점차 

독일, 한국과 미국의 대부분 주법처럼 최종 약정 입법모델을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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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당사자의 권리자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는 

회사법 입법의 일종 발전추세라고 생각한다. 

 

 

제 3 절  중국 우선매수권에 관한 현행규정 

 

1. 중국 우선매수권의 입법발전 

 

1993 년 12 월 29 일 중국의 첫 번째 <회사법>이 반포되었으며 

199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구회사법의 

제 35 조 59 에서는 유한회사의 외부지분양도에 대하여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였지만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간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결방식에서도 하자가 있는바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지분양도주주가 자신의 

외부양도에 의결권이 있는데 이는 중국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제도를 위반하였다. 또한 중국의 회사 발전 기본특징60에 기하여 

                                                        
59 제 35 조: 주주간에 서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지분을 매수하여야 하며 

지분을 매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는 해당 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  

 

60 중국 회사법의 제정은 20 세기 8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가 중국사회의 경제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처하여 있었다. 회사는 주로 

정부기관 또는 국유기업이 설립한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 설립은 규범화되지 않았고 “페이퍼 컴퍼니”가 대량으로 



- 24 - 
 

중국 회사법은 입법 초기부터 비교적 강한 “국가 간섭”의 특징을 

나타났으며 회사법 규정의 배치를 보면 임의성 규정이 부족하고 

강행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결함이 있다.61  

 

그 후 회사법은 1999 년 개정을 거쳤지만 동 조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없었고 2005 년의 개정 회사법이 반포되면서 전체 주주의 

과반수 규정을 지분양도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개정하였고 회사법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보완하였다. 하지만 기타 주주에게 어떻게 통지하고 통지의 내용 범위, 

동등한 조건의 확정과 우선매수권의 일부 행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실무상 지문양도분쟁은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3 년 중국 회사법은 새로 개정되었지만 동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없다.  

 

2. 우선매수권에 관한 중국 현행규정 

 

(1) 우선매수권에 관한 회사법 규정 

 

2013 년 중국 개정 회사법의 제 71 조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 시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지분 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주주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하려는 지분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하지 않은 
                                                                                                                                         
설립되었고 기업지배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내부의 관리가 혼란스러웠다. 

(江平, 『新編公司法教程』, 法律出版社, 1994，18-19 면) 

61李昌麒, 賀少峰, 『公司法強制性規範研究』, 廈門大學出版社, 2010，7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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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 하에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2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정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은 유한회사 지분의 

외부양도에 대해 주로 2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외부양도가 가능하고 둘째는 외부로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매수권이 있다. 아울러 중국은 법적으로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의 강제매수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즉 기타 주주는 과반수 

부동의로 지분의 외부양도를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주주의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학자는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외부양도규칙은 

“동의권제도”, “기타 주주 과반수 부동의 시의 강제매수제도 62 ” 및 

“기타 주주 과반수 동의 시의 우선매수권제도” 등 3 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63  다만 기타 주주 과반수 부동의 시의 

                                                        
62  중국 학자 劉俊海는 이러한 강제매수제도를 일종 “법정 

협의매수제도(法定協商購買制度)”로서 반대 주주는 제 3 자가 제시한 매수가격에 따라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없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와 지분매수가격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劉俊海, 論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合同的效力, 法學家 

第 6 期, 2007.)  

 

하지만 상하이 고등법원 沪高法民二【2008】1 号 제 2 조에 의하면 반대 주주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분을 매수해야 하며 매수조건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일부 법원은 이미 실무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일종 협의매수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63 甘培忠、吳韜, 有限公司股權轉讓探析-兼論我國公司法制度之完善, 南京大學學報 

第 1 期,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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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수제도는 동의권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동의권은 법률이 

기타 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의 외부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반대주주의 강제매수는 기타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한 

일종 제한이다. 64  그러므로 중국의 입법은 사실상 유한회사 지분의 

자유양도제한으로서 기타 주주는 동의권과 우선매수권 2 가지가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용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모두 3 가지 종류가 있는바, 

외국인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100%외국인투자),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

合資經營企業)과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등이 있다.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외상투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우<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1) 외상독자기업 

 

중국 회사법 제 218 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외상투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외상독자기업 65 인 경우 유한회사의 조직형태가 일반이며 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외상투자기업법>인데 주주의 지분양도에 대한 관련 

                                                        
64 周倜、劉莊, 合理性及其限度: 再論優先購買權和同意權的並存, 金融法苑 第 84 期, 

2012，99 면. 

65  외상독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내에서 설립한 모든 자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기업을 가리키며 외상투자기업은 조직형태는 

유한회사가 원칙이며 중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기타 조직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중국외상투자기업법> 제 2 조, 제 19 조) 현재 중국에서 설립한 외상투자업의 

조직형태는 거의 모두 유한회사이다. 



- 27 - 
 

규정이 없으므로 외상투자기업의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중국 

회사법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본질적으로 유한회사로서 법적으로 

명확히중외합자경영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회사이라고 규정하였다. 66 

따라서중외합자경영기업은 유한회사이며 회사법의 유한회사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 

제 20 조에서도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현행 회사법의 규정과 일치하지는 않다. 동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기타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양도지분에 대하여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동의조항과 우선매수권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하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바 실시조례와 회사법의 규정은 모순된다. 이런 

경우 역시 회사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적효력으로부터 볼 때 

회사법은 실시조례의 상위법으로서 회사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67 

실무에서 최고인민법원도중외합자경영기업의 우선매수권 적용 문제에 

대하여서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68 

                                                        
66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 16 조 

67 실시조례는 행정부서가 제정한 행정법규이고 회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이며 법적효력으로 부터 볼때 회사법이 상위법이다. 중국에서 법률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법률을 가리킨다. 아울러 회사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외자기업법, 합자기업법 및 합작기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행정법규는 법률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68  최고인민법원 민사부 책임판사 劉貴祥에 의하면 실시조례의 효력은 회사법의 

효력과 비교하여 하위법이므로 당연히 회사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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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본질적으로 계약형 합작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반드시 법인 형태인 것은 아니며 합작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조직형태는 법인 형태와 파트너 

형태 2 가지 있으며 합작기업이 법인 형태를 취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조직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69  중외합작경영기업도 

외상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주주의 

지분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회사법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적용한다. 

 

4) 소결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과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국 회사법의 지분양도제한에 

관한 우선매수권 규정을 적용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도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역시 동 규정을 적용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분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매수권의 법리는 회사의 인정성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거의 유한회사이고 

인적성으로부터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일반 내자기업과 비교하여 특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타 주주의 전체 동의를 취득하도록 지나치게 기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劉貴祥, 關於外商投資企業的股東優先購買權, 人民法院報, 第 006 版，2009，1 면) 

69 중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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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우선매수권 규정에 관한 회사정관 자치 

 

2005 년 개정 회사법을 통하여 회사는 정관에서 지분양도제한 

규정인 우선매수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분양도제한에 관한 원시정관과 변경된 정관의 규정이 회사 

주주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이고 정관의 자치 범위가 얼마나 

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한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1. 회사정관의 변경규칙 및 효력 

 

(1) 회사정관의 변경 규칙 

 

가. 전체 주주의 동의 

 

지분양도를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원시정관은 물론이고 정관변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통상의 정관변경절차는 주주회의 70  특별결의에 

의하면 된다. 그런데 원시정관에서 회사법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별도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관을 

변경하여 지분양도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반대한 기존 

주주들의 권리에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정관 변경이 전체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지에 

대하여 미국의 학자는 지분양도제한 규정에 관한 원시정관은 일종 

계약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관의 변경은 전체 주주의 동의가 
                                                        
70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정관의 변경은 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인 특별결의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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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고 또한 일종 계약으로 보서는 아니 되므로 계약이론을 

정관변경에 적용함으로써 회사법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71  아울러 일부 학자는 주주의 억압과 관련된 정관 내용의 

변경은 소수주주의 정관변경에 대한 부결권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대주주가 정관변경을 통하여 소수주주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2 

 

미국의 주장과 유사하게 중국의 학자도 회사설립 후 

지분양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지분양도에 대한 회사정관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시의 원시정관에 제한되어야 하며 

지분양도제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모든 

주주의 일치적인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3 이에 대하여 

정관을 일종 주주간에 체결한 계약과 유사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체결한 회사정관은 성격상 주주간의 계약과 

유사하며 전체 주주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여야 하며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원칙은 일부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같으므로 적절하지 않다…회사와 주주의 실제적인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즉 주주가 공동으로 

체결한 회사 정관의 변경도 전체 주주의 일치적인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74 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71  Lucian A. Bebchuk, Limiting Contractual Freedom In Corporate Law: The 

Desirable Constrains On Charter Amendments, 102 Harvard L． Rev. 1989., 

1824면. 

72  Hodge O’Neal, Robert Thompson, O’Neal and Thompson’s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LLC Members (Rev.2d.), Thompson, West，2004．9-

29면 

73 王保樹, 앞의 책，77면. 

74 叶林 葉林, 股東會會議決議形成制度, 法學雜誌 第10期, 2011, 30-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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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필자도 회사가 성립된 후 회사 정관에서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그 후에 동 규정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 전체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여야만 해당 주주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미국에서도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본정관, 부속정관의 변경은 원래 과반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부분의 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75  필자는 또한 만약 정관변경으로 지분의 

양도제한을 하는 경우 미국처럼 찬성한 주주에 대해서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76  

 

(2) 제3자에 대한 효력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정관의 변경은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인 특별결의로 통과된다. 

75 Silva v. Coastal Plywood & Timber Co., 124 Cal. App.2d 276 (1954) ,  

또한 판례 Bechtold v. Coleman Realty Co., 79A.2d 661 (Pa.1951)의 판결요지를 

보면, 

부속정관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변경하지만, 회사와 기존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부속정관의 규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소수주주들의 동의 없이는(without consent of 

minority stockholders)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76 미국 성문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정관변경결의에서 찬성투표를 한 경우에만 변경된 

정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범회사법(RMBCA §6.27(a))과 

델라웨어주(Del. Code Ann.tit.8,§202(b))가 이 이러한 입장이고 법원도 B & H 

Warehouse, Inc. v. Atlas Ban Lines, Inc., 490F.2d 818(5th Cir. 1947))양도제한이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관변경이 모든 

주주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의 양도제한 필요성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비판도 있다.(Cox, 

Hazen, O’Neal, Corporations, Aspen Law & Business(1997), 37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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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정이 회사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중국 학계에서 입장이 나뉘는데 일부 학자에 의하면 정관은 

주주 내부 또는 회사내부에서 일정한 구속력이 있지만 회사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77  일부 학자는 이를 

반대하면서 회사 정관의 효력을 회사 내부에만 한정하는 것은 중국의 

실무와 현행법의 규정에 모두 부합되지 않은 견해라고 주장한다.78   

 

중국 회사법 제11조의 회사 설립 시에 반드시 회사 정관을 

제정하여야 하고 회사정관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보면 회사정관은 

오로지 내부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회사법 제71조의 규정을 놓고 말하면, 주주의 

우선매수권 규정과 정관이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회사의 외부 제3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다. 중국 관련 입법에서는 제3자가 회사의 정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79  필자는 회사의 정관이 

제3자에 대한 외부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즉 

회사 외부의 제3자는 단순히 회사정관에 규정한 지분양도제한에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7 葉林, 『公司法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216 면. 

78蔣大興, 『公司法的觀念與解釋Ⅲ, 裁判邏輯＆規則再造』, 法律出版社, 2009，146 면. 

79  중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 20 조 제 2 항: 유한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에 회사의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제 2 항: 회사의 변경등기사항이 회사정관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체결한 변경 후의 정관 또는 회사 정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회사정관의 수정이 등기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정된 정관이나 

정관 수정안을 원 회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 6 조 제 3 항: 공중은 회사등기관에 회사의 등기사항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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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정관의 자치범위 및 효력 

 

회사 정관의 자치범위와 관련하여 주로 정관에 의해 지분양도를 

가중·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중·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중국 학계는 부동한 

기준과 이유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형성하였다. 

 

(1) 정관에 의해 지분양도제한을 가중할 수 있는지? 

 

 일부 학자에 의하면 회사정관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더욱 엄격한 

제한을 규정할 수 없으며 80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지분외부양도의 

조건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양도제한 조건보다 엄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81  하지만 일부 학자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법률이 규정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규칙이지만 최종 지분의 외부양도에 동의할 지 여부는 주주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한 입법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82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중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유한회사의 정관자치를 충분히 존중하여 회사가 

인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관에서 회사법의 

규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본다.83  

                                                        
80  [法] 伊夫•居榮, 『法國商法 第 1 卷』, 羅結珍, 趙海峰 譯, 法律出版社, 2004, 

558 면. 

81 王艷麗, 對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制度的再認識-

兼評我國新‘公司法’相關規定之進步與不足, 法學, 2006，11 면. 

82 王東光, 『股東退出法律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55 면. 

83 이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프랑스는 회사지분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다수 결의로 승인되어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 

정관에서 제한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한국도 개정 

전 상법에서는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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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점은 회사정관을 통하여 주주의 지분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 학자에 의하면 회사정관은 지분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으나 주주가 계속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일종 

불합리한 강요로 되는 경우 주주는 회사를 퇴출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84 중국의 일부 학자도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지분양도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후 주주의 기타 주주권이 만약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게 강제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5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학자에 의하면 주주권은 

고유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한, 지분의 양도를 금지할 

수 없으며 만약 명확히 주주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공공정책과 지분의 재산권 본질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6 미국도 일반적으로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무효로 

인정된다.87  

 

필자는 유한회사의 인적성과 자치성(自治性)을 고려하여 사회의 

공서양속과 법률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정관의 

충분한 자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정관은 

지분양도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입법목적과 법률의 강행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지분양도가 극히 어렵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84 〔德〕托馬斯•萊塞爾，呂迪格•法伊爾，앞의 책，493 면. 

85 王保樹,앞의 책，75면. 

86 葉林，앞의 책, 215 면. 

87 Hen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3rd 

ed,West, 1983, 75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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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회사 정관에서 직접 지분양도금지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기타 조건과 절차를 통하여 지분양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분양도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정관에 의해 지분양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중국 일부 학자에 의하면 지분양도제한에 관한 회사법 규정은 

일종 기본적인 요구로서 회사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오로지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8  회사법의 

제한규정은 일종 최저 조건이며 법정제한보다 낮게 규정한 정관 

규정은 회사의 인적성 유지에 불리하고 회사와 기타 주주의 이익의 

보장에도 불리하므로 지분양도제한 완화규정은 무효하다.89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학자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자치성 본질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정관의 약정을 통하여 유한회사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자치, 계약자유의 사법정신이다.” 90  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회사법의 구체적인 

법규정에 고안하여 유한회사에서 지분양도제한은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압박하는 일종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아울러 주주수가 많은 유한회사는 인적성이 약화되어 모든 주주가 

엄격히 지분양도제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사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어떠한 제한을 선택할 지 

                                                        
88 徐鴻, 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若幹問題探析, 吉林大學，2007，3 면. 

89 王保樹, 앞의 책，48 면. 

90 Ibid.,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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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1  

 

필자는 중국 회사법 제 71 조 제 4 항의 정관자치 규정은 일종 

수권성(授权性) 규범 92 으로서 정관을 통하여 법정기준보다 완화된 

지분양도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3) 소결 

 

주주 또는 회사는 정관에 의해 지분양도제한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가 있다. 회사정관을 통하여 지분양도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설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배제하여 지분을 

자유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주주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지분양도에 대한 법정제한권리를 포기한 자유선택이며, 반면에 회사 

정관을 통하여 지분양도제한조건을 가중하는 경우,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인적성과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분자유양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의 자유양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5 절 우선매수권 행사 전의 동의권 제도 

 

1. 지분양도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91 施天濤, 『 公司法論』, 法律出版社, 2006, 262-263 면. 

92 王保樹,앞의 책，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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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해당 지분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분양도 주주가 

지분양도사항을 진실하게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는지 여부는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순조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1) 통지대상 

 

유한회사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사항의 

통지대상은 각국 입법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회사와 

주주에게 모두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93  일본은 오로지 회사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94  중국 현행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지분양도 주주가 

직접 기타 주주에게 지분양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95 

 

 

(2) 통지방식 

                                                        
93 <프랑스 상법전>제 223-14 조(2004 년 3 월 25 일 제 2004-274 호 법령 제 14-

2 조) 제 2 항: 만약 회사에 여러 주주가 있는 경우 지분양도 방안을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일본회사법> 제 136 조: 주주가 그가 소유한 양도제한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제 3 자가 본  양도제한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지 여부를 청구할 수 있다.  

95 2005 년 중국 회사법 개정 전의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지분외부양도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지분의 외부양도 사항은 유한회사 주주회의 

결의사항에 속한다. 그러므로 유한회사 지분의 외부양도는 주주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회가 주주회의 소집을 태만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주주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고안하여 2005 년 

회사법에서는 지분양도사항은 더 이상 유한회사 주주회의의 결의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기타 주주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다. 주주회의의 소집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주주회의의 결의권이 각 주주의 동의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통지절차의 간화는 주주의 의견을 구하는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분의 

외부양도가 보다 수월해지게 되었다. 

(劉俊海, 『新公司法的制度創新: 立法爭點與解釋難點』, 法律出版社, 2006，3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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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점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통지는 서면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회사법의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회사 정관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사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구도로 

통지를 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실무상 법원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다.96  

 

나. 소 결 

 

필자는 서면통지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정관을 

통하여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며, 즉 만약 회사정관에서 통지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회사 정관에 따르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만약 당사자가 구도로 통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모두 승인하고 또한 통지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기타 주주가 이미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97  

 

(3)  통지내용 

 

가. 문제점 

                                                        
96 劉蘭芳: 新公司法疑難案例判解, 法律出版社,2009，229면-234면.  
97 서면 방식의 작용은 주로 2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분양도인이 지분을 양도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후 

증거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이러한 2 가지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하에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段威, 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時-

其他股東同意權”制度研究, 法律科學, 西北政法大學學報 第 3 期, 2013,1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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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회사법은 간단히 “지분양도사항”을 

기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지분양도사항이 

구체적으로 지분양도가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지분양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리키는지 또는 지분양도주주가 주주외의 제 3 자와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서를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98 

 

나. 소 결 

 

지분양도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통지 

제도의 입법목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통지제도의 직접적인 입법 

목적은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조건을 파악한 후 지분의 외부 양도에 

동의할지 여부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회사의 인적성과 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있다.99 따라서 상기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하므로 최소한 지분양도의 양수인, 양도가격, 지분양도 

비율100 등 핵심적인 조건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본다. 101 실무에서 

지분양도사항에는 일반적으로 지분양도가격, 양수인 정보와 

지분양도비율 등은 반드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완전한 

                                                        
98 趙旭東，앞의 책, 2006，338-339 면. 

99 段威, 앞의 논문, 116 면. 

100  양수인은 새로운 주주의 가입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준고 양도가격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 여부와 긴 히 관계되고 지분양도 비율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되며 특히 지배권과 관련된다.  

101  일부 학자들은 지분양도통지서의 지분양도조건에는 지분양도가격, 조건과 

지분양수인의 기본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奚曉明、金劍鋒,『公司訴訟的理論和實務問題研究』, 人民法院出版社，2008，34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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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계약의 모든 내용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102  

 

2.  동의권의 행사방식 및 행사효력 

 

(1)  동의권의 행사방식 

 

중국 회사법상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중국은 1 인 1 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3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례에 의거하고 기타 주주권은 1 인 1 표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104  일부 학자는 지분양도에 동의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결방식은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프랑스와 같은 2 중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합리적이라 주장한다. 105 

필자는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유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면으로부터 고려하여 지분양도 시 1 인 1 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2) 동의권 행사의 효력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 과반수 주주가 명확히 

동의하는 경우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2劉貴祥，앞의 논문, 2 면. 

103 중국 대만은 1 인 1 표 기준을 적용하여 지분양도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03  프랑스는 2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분양도는 회사지분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다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04 〔德〕托馬斯•萊塞爾，呂迪格•法伊爾, 앞의 책, 477 면． 

105 王東光，앞의 책, 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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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침묵한 경우에는 경우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가. 침묵의 효과-동의로 간주 

 

중국 현행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지분의 외부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동의와 반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양도주주의 지분 외부 양도를 방해하려는 주주에 

대한 규제이다. 106  동 규정은 기타 주주가 신속히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분양도주주가 효율적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나. 과반수 주주 부동의 시의 “강제매수” 의무 

 

중국 현행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기타 주주 과반수가 지분의 

외부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지분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 규정은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타 주주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주주의 지분양도 자유를 보장하데 

기안하였지만 세부 규정이 결어되어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107  

                                                        
106 劉俊海, 앞의 책，316 면. 

107  예를 들면 강제매수의 행사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반대 주주가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 능력이 없을 경우 다수 반대 주주가 어느 시점에서 “지분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관계가 장기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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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권 제도에 대한 평가  

 

중국 유한회사 지분의 외부 양도는 기타 주주의 동의권 제도와 

우선매수권 제도 등 2 가지 주요 제한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입법규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  “기타 주주”에 대한 이해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구매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주주”는 

지분양도주주 외의 모든 기타 주주냐 아니면 오로지 반대주주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문리해석으로 부터 보면 당연히 모든 

기타 주주를 가리킨다. 108  중국 학계에서도 일부 학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우선매수권자의 행사 주체를 반대주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인적성을 고려하여 설사 지분양도에 동의한 주주이더라도 

지분의 외부 양도 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109  

 

하지만 만약 우선매수권의 행사주체에 동의주주와 반대주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처하여 있을 수 있다. 또한 2 명이상의 반대 주주가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회사법 제 71 조 제 3 항의 2 명이상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孟蘭, 

略論優先責任公司股權轉讓中優先購買權制度的缺陷, 法制與社會，2009, 148 면)  
108 회사법 제 71 조의 규정을 보면,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 시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 하에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같은 조항에서의 같은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타 주주는 지분양도주주 외의 

모든 기타 주주를 가리킨다.  

109  蔣浩, 從有限責任公司的資合性和人合性的平衡看股權轉讓的效力, 西南民族大學學報 

第 8 期, 2008，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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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우선매수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입법에서 주주의 동의권을 규정하는 것은 과연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이다.  

 

필자는 회사법에서의 “동의”는 “지분양도인이 지분을 외부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지분을 

외부로 양도할 수 있는 전제는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데 

있기에 주주가 일단 지분양도에 동의한다면 이는 해당 주주의 

우선매수권 포기를 의미한다고 본다. 110  그러므로 필자는 회사법에서 

말하는 기타 주주는 지분양도에 대한 반대주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동의권제도의 기능 상실 

 

동의권제도는 주주의 동의여부가 지분양도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만이 의의가 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과 대만의 

동의제도가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데 비하여 사실상 중국 회사법의 

동의권제도는 반대주주의 강제구매의무로 인하여 주주의 

지분양도제한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회사법에서 비록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만 

외부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지만 반대주주가 구매하지 않으면 

최종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사실상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주의 동의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 원인은 

반대주주가 지분을 매수하지 않으면 지분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110  만약 주주가 한편으로 지분양도에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지분양도의 동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신의성실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며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에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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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므로 지분이 외부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타 주주가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이 관건이며 기타 주주의 동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아울러 지분양도의 효율성으로부터 고려할 때, 동의권 제도 하에서 

지분양도주주가 회사로부터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면 상당한기간이 

걸릴 수 있다. 111  사실상 우선매수권 행사 전의 선행 절차인 

동의제도는 복잡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컨트롤하기 힘든 

절차이므로 동의권으로 인하여 지분양도주주와 양수인의 이익을 거의 

보장하기 힘들다.112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중국 회사법의 과반수 주주의 동의권은 

실제적인 작용이 없는 동시에 지분양도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므로 

필자는 동의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선매수권만 보류해도 

충분히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11  “기타 주주의 동의권 행사기간 30 일+반대주주의 지분매수기간+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등 3 개 단계가 있지만 회사법에서 반대주주의 지분매수기간과 

우선매수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타 주주는 

충분히 이를 이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지분양도 주주의 지분양도의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진다. 
112萬鄂湘, 『民商法理論與審判實務研究』, 人民法院出版社, 2004，75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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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관한 이론연구 

 

주주 우선매수권의 권리성격 및 행사효력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핵심문제이지만 중국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주주 

우선매수권의 권리성격에 따라 우선매수권의 행사방식과 법적효력도 

다르다.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중국 학계는 이 2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현재 여러 가지 주장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무에서 법원의 입장도 같지 않으며 심지어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판례가 적지 않다. 본 

장은 주로 중국 학계의 주주 우선매수권에 대한 성격과 행사효력과 

관련된 주요 학설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는 중국 실무에서 

법원의 판례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진일보 이해하고자 

한다. 

 

제 1 절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쟁 

 

 권리의 법적성격은 권리의 행사, 효력 및 구제수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권리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행사방식과 효력이 다를 것이며 제 3 자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다르게 된다. 중국 현행 규정상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현재 중국 학계는 주로 “기대권”, “물권”, “청구권” 및 “형성권” 

등 4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는바 필자가 습득한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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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 다수설 113 이고 다음으로 “청구권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상당 부분이었으며 주로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대립이 

핵심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중점을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에 둔다. 

아래 각 학설에 대한 중국 학자의 주요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겠다. 

 

1. 기대권설 

 

(1) 학계 주장 

 

한국 학자에 의하면 기대권은 권리가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가에 의한 구별이며 보통의 권리인 기성의 권리는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서 이미 성립한 권리이고 기대권은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분만 갖추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주고 

있는 보호이다.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가 기대권의 예이다. 114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륙법계로서 기대권의 정의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다. 중국 통설에 의하면 기대권은 기득권으로 전변되는 과도기의 

권리로서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지 못하였지만 장래 모두 구비될 수 

있는 권리이다.115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기대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만약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목적물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우선매수권자로서는 현실적인 우선매수권이 없으며 해당 권리는 기대 

                                                        
113  필자가 참고한 문헌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 성격에 대하여 “형성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를 다수설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참고문헌은 

본 논문 뒷부분 참고 문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년,90 면. 

115 王利明, 『民法（第四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10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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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상태에 처하여 있을 뿐이다. 116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오로지 

지분의 외부양도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지분의 외부양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분의 내부 양도만 존재한다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17  즉 “주주가 목적물을 매도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자의 권리는 현실화 되지 않았으므로 일종 기대 

상태에 처하여 있을 뿐이다.”118.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매수권과 

관련하여, 권리자는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타인에게 여하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은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인으로 하여금 일종 기대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다시 말하자면 장래 어떠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다.119  

 

(2) 소결 

 

 기대권설에 의하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기성의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성립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권리이며 주주가 우선매수권 관련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 뿐이다. 따라서 오로지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특정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기성의 권리로 전환된다. 

 

                                                        
116 張新榮, 試論‘優先購買權’及其法律保護, 法學 第 9 期, 1989，18 면. 

117 李建偉, 『公司法學（第二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261 면. 

118 陳鍇, 有限責任公司股東優先購買權法律性質探析, 引進與咨詢 第 8 期, 2006，2 면. 

119 王利明, 『物權法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335-33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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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설 

 

(1) 학계 주장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120  즉 특정인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청구권의 특징은 권리자가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인 특정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권리자는 직접 

권리 객체를 지배할 수 없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권리자가 매도인에게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122  권리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매매계약의 성립은 매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123  또한 우선매수권은 

기초적 법률관계(채권채무관계)에 부속되어 존재하는 권리이며, 

법률이 우선매수권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특정인에 대하여 부가한 

일종 의무(채무)이므로 우선매수권은 기초적 법률관계의 일부분이며 

본질적으로 채권성격을 가진 권리이며 청약과 다를 바 없다.124  다만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일종 강제적인 승낙 의무가 있는 

청구권이며, 이러한 승낙 의무는 일종 지분양도 주주의 강제적인 계약 

체결 의무인바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양도인은 승낙을 거절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양도인이 이러한 강제적인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120 송덕수, 앞의 책, 87 면. 

121 王利明, 앞의 책, 2008, 105 면. 

122於午丁、王宏,有限責任公司股東優先購買權法律性質芻議,吉林省經濟管理幹部學院學

報, 201，63 면. 

123 蔣大興, 股東優先購買權行使中被忽略的價格形成機制, 法學 年第 6 期, 2012，68 면. 

124 焦祖涵, 『土地法釋論』, 臺灣三民書局, 1973，58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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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우선매수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에 기하여 

지분양도인이 우선매수권자에게 승낙하도록 할 수 있다. 125 

 

(2) 소결 

 

 요컨대 청구권설에 의하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권리자가 

지분양도인에게 보낸 지분을 매수겠다는 일종 청약이며 

지분양도계약의 성립 여부는 양도인의 승낙에 의해 최종 결정되지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양도인은 승낙 의무가 있다.  

 

3. 형성권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이다. 126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효과가 발생한다. 본 학설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법정이든 약정이든 법적성격상 모두 형성권이며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다. 형성권설에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절대적 

형성권설과 조건부 형성권설로 나뉜다.  

 

가. 절대적 형성권설 

 

 동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성격상 형성권에 

속하며 권리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무자와 계약을 

                                                        
125 易軍、寧紅麗, 『合同法分則制度研究』, 人民法院出版社，198 면. 

126 송덕수: 앞의 책, 8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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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은 해당 재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며 의무자(양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127  

  

절대적인 형성권설에 의하면 권리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바, 즉 유한회사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 

주주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다면 지분양도주주와 기타 주주간에 자동적으로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다. 이로써 기타 주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법상의 승낙과 동등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128 

 

나. 조건부 형성권설 

 

동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성격상 형성권에 

속하지만 정지조건부 형성권으로서 의무자가 목적물을 제 3 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29 

 

조건부 형성권설에 의하면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지분양도 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양도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하지만 

정지조건이 있는데 동 정지조건이 바로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분양도주주와 

                                                        
127 蔣大興，앞의 논문, 68 면. 

128  일부 학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지분양수도계약은 청약, 승낙 등 

계약체결 절차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성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趙旭東：股東優先購買權的性質和效力，第二屆公司法司法適用高端論壇論文集，2012

，244 면) 

129 李建華, 『民法總論』, 科學出版社, 2007，3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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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간에 지분매매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주주는 일종 형성권으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양도인이 지분을 제 3 자에게 더 

이상 양도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분양도주주도 지분을 우선매수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130 

 

4. 물권설 

  

(1) 학계 주장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 절대권이며 배타적인 권리이며 중국법상 소유권, 

用益물권131과 담보물권이 포함된다.132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일종 물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법정권리이며 우선적 효력과 대항적 효력이 있으므로 

물권의 본질적인 특성에 부합된다.133 우선매수권은 用益물권도 아니고 

담보물권도 아니며 형성권 성격을 가진 물권 취득권이다. 134  그 

이론근거는 주주 우선매수권은 일종 약정권리가 아닌 법정권리이며 

또한 우선적 성격이 있고 이러한 우선적인 권리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130 于午丁、王宏, 앞의 논문, 65 면 

131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에 의하면 用益물권에는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부지사용권 및 지역권 등이 포함된다. 

132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2 조 제 3 항: 본 법에서 말하는 물권이란 합법적인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물에 대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소유권, 

용익(用益)물권 및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133 王澤鑒, 『債權原理』, 北京大學出版社, 2009，8 면. 

134 馬新彥、張曉陽, 優先購買權的法律性質-兼論優先購買權在未來民法典中的定位, 

遼寧公安司法管理幹部學院•學報, 200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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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모든 자이므로 일종 대세권으로서 제 3 자를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채권이 보유하지 않는 특징이다.  

 

아울러 일부 학자는 우선매수권자는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자신의 일방 행위로 물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으로 보는 것은 우선매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135 또한 어떤 학자는 우선매수권의 

제도 가치는 우선매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우선매수권의 성격을 채권으로 분류한다면 

우선매수권자는 제 3 자를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제도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매수권을 물권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6 

  

(2) 소결 

 

요컨대 물권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절대적인 배타적 효력이 있으며 

물권자로서의 우선매수권자가 물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타 모든 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물권 효력이 채권 효력보다 우선하므로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채권에 비하여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135 蔡福華, 『民事優先購買權新論』, 人民法院出版社, 2002，127 면. 

136 張家勇, 試析優先購買權的法律性質,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 1 期, 

1999，16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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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은 우선매수권자와 양도인 간의 

지분양도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지만 해당 계약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우선매수권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주 우선매수권은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가 지분양도 합의를 이룬 

상황 하에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성립된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3 자 

간의 2 개 계약과 관련 되는바, 첫번째 계약은 우선매수권자인 기타 

주주와 지분양도주주 간의 지분양도 계약이고 두번째는 

지분양도주주과 외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이다.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첫 번째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한 영향을 주주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내적 효력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분양도계약에 대한 영향을 대외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137 

우선매수권의 대외적 효력, 특히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는 각자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본 부분에서는 주로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에 대하여 

중국 학계의 학설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실무 판례를 다루겠다.  

 

1.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내적 효력 
                                                        
137 趙旭東，앞의 논문, 2013, 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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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매수권 법적성격에 의한 대내적 효력 

대내적 효력은 우선매수권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1 절에서 

서술한 봐와 같이 필자가 정리·조회·참조한 학술저작, 논문 등 자료에 

의하면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학설은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며 “물권설”과 “기대권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소수이다. 아래 중국 학계의 우선매수권 성격에 대한 각 

학설을 기반으로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내적 효력을 분석한다. 

  

가. 기대권의 대내적 행사효력 

 

“기대권설”은 사실상 주주 우선매수권을 이행하기 전에 

우선매수권이 처하여 있는 일종 권리상태 즉 기성권이 아닌 

기대권이라는 것을 밝힌 것뿐이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우선매수권이 기대권으로부터 즉시 이행 가능한 기성권으로 전변된 

후 동 우선매수권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인 

간의 지분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학설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다.  

 

나. 물권의 대내적 행사효력 

 

“물권설”은 중국 학자들이 주권의 성격이 물권이라고 논의하면서 

제기한 일종 주장인데, 주주 우선매수권이 주권과 접히 관련되는 

권리이므로 주주 우선매수권도 주권과 동일하게 물권 성격이 있다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비교하여 우선성(優先性)이 있으며 중국 

물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물권의 유효성은 채권의 유효성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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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으로 본다면 

우선매수권자와 양도인간의 양도계약의 성립 여부 또는 유효 여부는 

물권인 우선매수권의 행사와 효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청구권의 대내적 행사효력 

 

“청구권설”에 의하면 주주 우선매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일종 

청약으로 보고 있는 동시에 지분양도 주주가 이러한 청약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분양도주주는 우선매수권자인 기타 

주주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중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138 그러므로 우선매수권자가 지분양도인에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양도인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본 승낙이 주주의 우선매수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쌍방의 지분양도계약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라. 형성권의 대내적 행사효력 

 

“형성권설”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우선매수권자와 양도주주 

                                                        
138  중국 계약법 제 16 조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보전자문서 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 접수인이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정보전자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그 정보전자문서가 동 특정 시스템에 접수된 시간을 도달 시간으로 본다.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보전자문서가 문서 접수인의 어떠한 

시스템에라도 최초로 접수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제 44 조 [계약의 효력] 법의 의하여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승인,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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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며 “청구권설”과 비교하여 지분양도 

주주가 다시 “승낙”과 유사한 법률행위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소 결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내적 효력은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중국 학계의 다수설인 형성권설이든 청구권설이든  

우선매수권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우선매수권자의 지분양도계약은 

모두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 

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성립된 계약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채권과 채무를 인정하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139  

 

일방이 해당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계약의 

계속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주주와 지분양도주주간에 유효한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요컨대 중국 학계의 다수설인 형성권설 및 청구권설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이 일종 형성권이든 청구권이든 우선매수권자의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우선매수권자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140 

                                                        
139 김준호, 계약법, 법문사, 2011 년 9 월 25 일 초판, 296 면. 

140 소수설인 물권설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은 일종 물권이므로 지분양도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기대권설은 우선매수권이 기대권으로부터 기성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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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외적 효력 

 

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대내적 효력으로부터 볼 때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인 간의 지분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하지만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런 경우 동일한 목적물(지분)에 2 개의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동 

2 개 계약의 효력은 어떻고 어느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주 우선매수권이 최종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의 관건이다.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중국 학계는 주로 “무효설”, “취소가능설(可撤銷說)”, 

“유효설”, “발효조건부설(附生效條件說)” 및 “효력미정설(效力待定說)” 

등 5 개 학설이 있다. 

 

(1) 무효설 

 

가. 주요 내용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중국 회사법 제 71 조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양도인과 제 3 자는 반드시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 제 52 조 141 에 의하면 

                                                                                                                                         
전환된 후 어떤 법적성격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개 소수설에 

의하여 지분양도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41  중국 계약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무효의 경우는 오로지 아래 5 가지 경우가 있다.  

중국 계약법 제 52 조[계약의 무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2. 악의로 허위표시를 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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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142 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분양도인이 회사법의 

우선매수권 관련 강행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법률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하다.143  

 

나. 소결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계약 체결 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취득한 재산은 반환되어야 하는 등 

원상회복의 법률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지분양도인이 제 3 자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이 이미 실제로 이행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지분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취소가능설 

 

가. 주요내용 

 

동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지분양도인과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 행위는 중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주주가 지분에 대한 

                                                                                                                                         
3. 합법적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142 행정법규란 국무원이 공표한 규칙, 명령, 조례 등의 행정법규를 가리킨다.  

강행법규란 강제적 성질을 띤 법적규정을 말하는데 의무성 규범과 금지성 규범이 

있고 전자는 꼭 이행하여야 하는 일정의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람들이 이행하면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에서는 

체결한 계약이 의무성 규범이든 금지성 규범이든 그것에 위반한 경우를 무효로 했다.  

143 趙艷秋、王乃晶, 特殊情況下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合同效力的認定, 學術交流, 

2010，5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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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법정 제한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기타 

주주의 법정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수할 의사와 재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이러한 

지분양도계약을 일종 취소가능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과 다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의미가 없게 되고 또한 무효한 계약과도 

다르며 그 원인은 지분양도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행사하는 유효한 

주체이고 기타 주주가 동 지분양도행위를 반드시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144 

 

나. 소결 

 

무효설과 달리 본 학설은 회사법 제 71 조의 주주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일종 강행법규로 보지 않고 “법정 제한조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 3 자와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중국 계약법에서 

규정한 취소가능한 계약145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학자가 주주 

우선매수권의 입법목적으로부터 추론한 학리해석이다.  

 

(3) 유효설 

 

                                                        
144劉俊海, 앞의 논문, 論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合同的效力，78 면. 

145 중국 계약법 제 54 조[계약의 취소·변경권]: 다음 각 호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혹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착오에 의해 체결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때에 현저하게 공평성을 잃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기·강박의 수단 또는 궁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체결하게 한 계약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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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내용 

 

유효설에 의하면 지분양도계약은 지분을 양수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계약에 속하며 그 효력 발생 여부는 기타 주주의 동의 여부나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중국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효력 조항146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지분양도 계약의 내용이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계약에 속하므로 설사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7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목적은 기타 주주가 양도지분을 우선 

취득함으로써 유한회사 내부의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제한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제 3 자가 기타 주주보다 우선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이며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48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지분양도 행위는 

이행불능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 149 하였더라도 

                                                        
146  중국민법통칙 제 55 조는 계약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①행위자가 상대적인 

행위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②의사표시가 진실할 것, ③법률과 사회공공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147奚曉明, 潘福仁, 『股權轉讓糾紛』, 法律出版社, 2007，99 면.  

葉林, 앞의 책，223 면. 

陳敦, 論股東優先購買權的行使, 法律適用 第 8 期, 2007，46 면. 

148 潘福仁, 『股權轉讓糾紛』, 法律出版社, 2007，100 면. 

149  예컨대 양도주주와 제 3 자가 고의로 지분양도가액을 높힘으로써 기타 주주로 

하여금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주주명부를 변경하거나 공상행정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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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지분변동의 결과가 기타 

주주에게 효력이 없다.150  

 

나. 소결 

 

본 학설의 주요 주장은 주주 우선매수권 제도는 오로지 주주의 

외부 양도대상에 대한 제한이지 그 효력의 범위는 양도주주와 회사 

외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우선매수권의 행사 효력이 주주와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요컨대 지분양도인 주주와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중국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효력 요건에 의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며 설사 동 계약의 체결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더라도 계약의 합법적인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발효조건부설 

 

가. 주요 내용 

 

 동 학설에 의하면 법률에서 민사행위의 효력발생 조건을 규정한 

경우 법정 발효조건부(附生效條件) 민사법률행위가 성립되므로 

행위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법에서 기타 주주의 동의와 우선매수권의 행사 

                                                        
150 張鈞、吳欽松, 論未經其他股東放棄優先購買權的股權轉讓合同效力, 河北法學 

第 11 期, 2008，18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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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주주와 제 3 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3 자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위 

2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제 3 자의 지분 취득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런 2 가지 조건은 사실상 법률이 규정한 동 

지분양도계약의 발효조건이므로 이를 지분외부양도 행위의 법정 

발효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2 가지 조건은 법률이 규정한 

조건으로서 조건의 만족여부는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고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지분양도행위는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151 

  

나. 소결 

 

동 학설은 중국 계약법의 계약효력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소가능설과 유사하게 

입법 목적에 따라 중국 회사법 제 71 조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결론을 

추리한 것이다. 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이 법정이므로 주주는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시에 위 2 가지 법정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제 3 자에게 표명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이 2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은 그가 사전에 보장하지 않은 한, 제 3 자에게 

거래불능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만약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지분양도인은 제 3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 배상범위는 이행이익이 

아닌 신뢰이익 뿐이다.  

                                                        
151 鄒海林, 股東向股東以外的人轉讓出資行為辨析,人民法院報, 2003. 

152趙旭東，앞의 논문, 2012, 2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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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력미정설 

 

가. 주요 내용 

 

효력미정계약은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효력발생 요건을 어느 

정도 흠결하고 있어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계약 

관계의 제 3 자가 이를 승인 또는 동의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계약의 유효성이 제 3 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계약발효 요건 규정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확실하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승낙표시를 얻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증은 약간 차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첫 번째는 지분양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지분양도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라는 관점이다. 우선매수권제도의 기능은 주주의 

지분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양수인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설사 회사법 규정으로부터 볼 때 일정한 

강제성(強制性)을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단지 절차의 

강행규정이지 내용에 대한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강제성을 위반한 법률효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153 

회사법이 규정한 유한회사 지분양도에 관한 전체 주주의 과반수 

                                                        
153曹興權：股東優先購買權對股權轉讓合同效力的影響，國家檢察官學院學報，第 20 卷

第 5 期，2012，15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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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규정은 일종 절차적인 

규정으로서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지분양도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절대적인 무효는 아니다. 만약 주주가 

이러한 지분양도행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해당 

양도행위는 무효이므로 다시 법정 양도절차에 따라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154  

 

2) 두 번째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양도행위는 제한능력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155 . 회사법에서 

규정한 과반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분양도인이 

자신의 지분을 유효하게 외부로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완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가 외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와 유사하며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진행한 지분양도행위는 중국 <계약법>제 47 조 규정156을 

유추 적용하여 효력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157 

                                                        
154 趙曾海、姜濤, 『股東的權利』, 法律出版社, 2007，75면. 

155 효력미정계약은 계약발효의 요건규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민법은 이러한 

것을 계약무효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중국민법에는 직접 효력미정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제 58 조 무능력자의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와 제 66 조 무권대리행위 등 3 가지를 효력미정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156  중국 계약법 제 47 조[제한민사행위자]: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후에 유효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이나 그 

연령,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상응하여 체결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1 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되기 

이전은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의 취소권을 갖는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57孫瑞璽, 我國股權轉讓合同效力問題研究綜述, 引自“找法網”，2014 년 3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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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따라서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추인을 받기 전에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권리자의 추인을 거쳐야 비로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효력미정설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기타 주주의 추인을 받기 전까지 지분양도인과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이고 기타 주주가 추인한다면 

비로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158 

 

  

                                                                                                                                         
방문 http://china.findlaw.cn/gongsifalv/gudongquanyi/guquanzhuanrang/gqjrht/997.

html 

158 취소가능설과 효력미정설의 계약의 효력차이는 취소가능설에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유효한 계약에 속하는 반면, 

효력미정설에서의 추인은 추인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은 유효도 무효도 아닌 불확실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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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관한 중국 판례 연구  

 

이론적으로부터 볼 때, 유한회사의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절차는 2 가지 가 있다. 하나는 먼저 통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즉, 지분양도주주가 제 3 자와 합의를 이룬 후 

지분양도조건을 기타 주주에게 통지한 후 기타 주주의 동의와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를 거친 후에야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통지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지분양도분쟁 사건은 대부분 2 번째 상황이며 주로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상황이 다수이다. 이때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것이 바로 우선매수권의 효력 문제이다. 실무에서 우선매수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로 2 가지 문제가 있으며 하나는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의 새로운 계약관계 159 이고 하나는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지분양도인과 제 3 자간에 이미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60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필자는 북대법보（北大法宝） 161  사이트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159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내적 효력 문제이다. 

160劉貴祥，앞의 논문, 2 면. 

161  http://www.pkulaw.cn，중국에서 법률법규와 판례가 제일 완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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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법 판례를 아래와 같은 4 가지 방식으로 검색하였다. 첫 

번째는 사건사유（案由）에 “지분양도분쟁”, 전문（全文）에 

“우선매수권”으로 검색한 결과, 판례가 505 개 검색되었고, 두 번째는 

사건사유（案由）에 “지분양도분쟁”, 전문（全文）에 “우선권”으로 

검색한 결과, 판례가 77 개 검색되었고, 세 번째는 

사건사유（案由）에 역시 “지분양도분쟁”,  핵심용어(核心用语)에 

“우선매수권”으로 검색한 결과, 27 개 판례가 검색되었고, 네 번째는 

판례 제목(案例标题)에 “지분”, 핵심용어(核心用语)에는 

“우선매수권”으로 검색한 결과 7 개 판례가 검색되었다.  

 

2005 년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회사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최근의 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는 목적으로 필자는 

주로 2006 년 이후의 판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4 가지 

방식으로 검색한 판례 중에 일부 판례는 중복되었으나 필자는 

가급적으로 그 중에서 본 장절의 논제와 관련된 38 개 판례를 

선별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현재 중국 법원 162 의 주요한 

입장을 탐색하고자 한다.   

                                                                                                                                         
법률리서치시스템으로서 법조인이 주로 사용한 사이트이며 한국의 로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62  중국 법원은 4 급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및 기층인민법원(이하 “지방법원”) 등으로 분류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1 심 재판을 맡거나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2 심 재판을 맡는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 해석권(즉 법률 해석권)을 

행사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판결에 적용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에는 모두 3 급의 법원이 있다. 성급행정단위인 성·자치구·직할시(한국의 “도”에 

해당됨)에 고급인민법원이 하나 있고 그 지역의 중요한 사건의 1 심 재판을 맡거나 

중급인민법원에서 올라온 2 심 재판을 맡는다. 또한 관할지역의 법원행정과 각종 개혁 

정책을 총괄 지도한다. 시급행정단위인 대도시에는 중급인민법원이 있으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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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판례연구 

 

필자가 판례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수 법원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판결문에서 

거의 우선매수권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극소수 

법원만이 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38 개 판례에서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한 판결은 불과 2 개 판결이었으며 그 외에 간접적으로 언급한 

판결은 3 개가 있었다.  

 

1. 조건부 형성권 및 기대권 

 

(1) 판례 소개 

 

[판례] 호남성 辰溪縣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63 

<판결문 원문 일부분>  

                                                                                                                                         
비교적 중요한 사건의 1 심재판과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2 심재판을 맡는다.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1 심 재판을 전담한다.  

 

중국의 소송은 2 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2 심 법원으로서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고급인민법원이 2 심법원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1 심으로 맡은 비교적 중대한 사건이다.  

 

163宋某某訴宋某某 1 等股權轉讓糾紛案 , 사건번호: (2012)辰民二初字第 42 號, 재판법원: 

湖南省辰溪縣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495969&keyword=%e

8%82%a1%e6%9d%83%e8%bd%ac%e8%ae%a9%e4%bc%98%e5%85%88%e6%9d

%83&EncodingName=&Search_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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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주주가 외부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지분의 자유양도에 대한 일종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일종 조건부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일종 기대권으로서 본 권리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며 장래에 현실적인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은 주주가 수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분의 양도조건이 성사된 경우에만 동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자격과 지위를 취득한 때에 우선매수권은 성립되며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때에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결 

 

본 판결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법원은 

명확히 “조건부 형성권” 및  “기대권” 등 2 개 핵심적인 용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건부 형성권”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부가 

조건은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기대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일종 기대권으로서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실제적으로 행사 가능한 기성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본 판결에서 법원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립과 행사를 

동일한 단계가 아닌 부동한 단계에 처하여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즉 

우선매수권의 성립은 주주가 주주 자격을 취득한 때이고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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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지분을 외부로 양도한 때이다. 164  하지만 본 판결문에서 

기대권을 언급할 때 우선매수권을 일종 장래에 발생 가능한 권리라고 

하였지만 그 후에 또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주주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논술하였는데 양자가 약간 모순된다.   

 

2. 형성권 

 

(1) 판례 소개 

 

[판례 1]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65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일종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지분양도 주주의 승낙이 필요 

없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주주와 지분양도 주주간에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며 동 지분양도계약은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에 약정한 

“동등한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판례 2] 최고인민법원의 지분양도와 우선매수권 관련 분쟁사건166 

                                                        
164  중경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유사한 논술이 있는바, “…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 성립되지만 지분 양도주주가 

외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에 행사할 수 있다.” 

張某與獅龍公司等股東優先購買權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11)渝高法民終字第 266 號, 

재판법원: 重慶市高等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321287&keyword=%e

8%82%a1%e4%b8%9c%e4%bc%98%e5%85%88%e8%b4%ad%e4%b9%b0%e6%9d

%83&EncodingName=&Search_Mode=like 

165 周某某與姚某某、姚某及原審第三人上海甲機械制造有限公司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1)滬壹中民四(商)終字第 883 號, 재판법원:上海市第壹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442146&keyword=%e

4%b8%8a%e6%b5%b7%e7%94%b2%e6%9c%ba%e6%a2%b0%e5%88%b6%e9%80

%a0%e6%9c%89%e9%99%90%e5%85%ac%e5%8f%b8&EncodingName=&Search_

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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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우선매수권은 중국 회사법이 규정한 유한회사 주주의 법정권리이다. 

지분양도주주와 주주 이외의 제 3 자가 지분양도사항에 합의를 이룬 

경우, 유한회사의 기타 주주가 동등한 양도조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기타 주주는 제 3 자의 계약지위를 대신하여 

지분양도계약의 당사자로 되며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에서 약정한 권리와 의무는 지분양도주주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구속력이 있게 된다.  

 

(2) 소결 

 

  판례 1 의 상해시 중급인민법원은 명확히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형성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행사는 지분양도주주의 동의 없이 

우선매수권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지분양도주주와 기타 주주 간에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며, 계약내용은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계약과 동등한 조건이라고 판시하였다.  

 

판례 2 의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형성권”이라는 것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만 행사하면 역시 지분양도주주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의 전제 하에서 지분양도주주와 기타 주주 간에 직접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종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기 2 개 판례는 모두 

지분양도주주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매수권자인 기타 주주의 

                                                                                                                                         
166 樓國君與方樟榮、毛協財、王忠明、陳溪強、王芳滿、張銓興、徐玉梅、吳廣燈股權轉讓

與優先購買權糾紛, 사건번호: (2011)民提字第 113 號,재판법원: 最高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119217415&Db=pfnl 



- 72 -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 

 

3.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 

 

(1) 판례 소개 

 

[판례 1]상해시 闵行区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67 

<판결문 원문 일부분>  

우선매수권은 강제적인 계약형성 효력이 없으며 단지 지분양도인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원에 해당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판례 2]상해시 제 1 중급법원의 지분양도계약 분쟁 항소사건168 

<판결문 원문 일부분>  

항소인의 지분을 임의로 양도한 행위 169 는 항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기타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항소인의 지분을 

                                                        
167 上海 A 有限公司訴李 a 股權轉讓糾紛案 , 사건번호:(2009)閔民二(商)初字第 372 號, 

재판법원: 上海市 閔行區（上海縣）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974393&keyword=%e

4%b8%8a%e6%b5%b7A%e6%9c%89%e9%99%90%e5%85%ac%e5%8f%b8%e8%af

%89%e4%b8%8a%e6%b5%b7A%e6%9c%89%e9%99%90%e5%85%ac%e5%8f%b8

%e8%af%89%e6%9d%8ea%e8%82%a1%e6%9d%83%e8%bd%ac%e8%ae%a9&Enc

odingName=&Search_Mode=accurate 

168 周衛忠與胡某 1 等股權轉讓合同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09)滬壹中民三(商)終字第 542 號, 재판법원: 上海市第壹中級人民法院 

http://vip.chinalawinfo.com/case/displaycontent.asp?Gid=117915572&Keyword 

169 본 사건의 항소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기타 3 명의 주주는 항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항소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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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행위는 항소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우선매수권은 

일종 계약체결권(締約權)이며 현실적인 재산권이 아니므로 위의 

2 가지 행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소결  

 

판례 1 에서 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강제적인 계약체결”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 반드시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타 주주의 일방적인 행위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의 효과와 전혀 다르므로 동 법원의 입장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만약 

우선매수권자와 양도인 간에 양수도계약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매수권자의 권리행사 

의사표시 외에 지분양도 주주의 동의 등 기타 조건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청구권설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한다.  

 

판례 2 에서 상해시 중급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계약 

체결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판례 1 과 마찬가지로 

우선매수권자는 지분양도 주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 권리의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지분양도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지분양도주주가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형성권설이 아닌 청구권설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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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결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필자가 선별한 상기 5 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실무에서 다수 법원이 이를 일종 형성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의사만 있으면 

지분양도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자간에 직접 지분양도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 하였다.  

 

반면에 그 중 소수 법원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형성권 효력을 

부인하면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 

간에는 직접 지분양도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부터 필자는 최소한 실무에서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다수 

법원은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을 일종 형성권으로 보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에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실무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170 

 

 

제2절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지분양도주주가 외부의 제 3 자와 지분양도합의를 달성한 후 

지분양도 주주는 해당 지분양도사항을 기타 주주에게 지분양도사항을 

통지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대부분의 지분양도 

분쟁사건은 지분양도 주주가 기타 주주를 통지하지 않고 직접 

                                                        
170 최고인민법원의 팔결은 하급 법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 각 지방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지도적인 역할을 하며 각 지방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을 판결을 

많이 참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에 대해 해석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은 실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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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양도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요구할 시 지분양도 

주주와 제 3 자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 실무에서의 쟁점이고 난점이다.  

 

본 부분에서는 중국 법원이 주주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외효력 즉 

주주 우선매수권의행사가 과연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학계는 주주 우선매수권의 

대외효력(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유효설”, “무효설”, “발효조건부설”, “취소가능설”, 

“효력미정설” 등 5 개 학설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위 5 개 학설을 

지지하는 판례가 모두 포함되었다. 

 

1. 유효설 

 

(1) 판례 소개 

 

[판례 1] 상해시 제 1 중급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71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법원은 주주와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계약법의 계약효력에 관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계약이라 인정하며 계약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회사법의 특별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일단 기존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171 周某某与姚某某、姚某及原审第三人上海甲机械制造有限公司股权转让纠纷案, 앞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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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외부의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판례 2] 중경시 고등법원의 주주 우선매수권 분쟁 항소사건172 

<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는 기타 주주와 주주가 아닌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동 

계약의 실제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분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법의 계약효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설사 우선매수권을 가진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동 지분양도계약이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유효요건에 부합된다면 동 계약은 유효하다. 

 

[판결 3] 상해시 제 2 중급법원의 계약분쟁 사건173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사건에서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분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지분양도계약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보호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A 회사와 B 회사가 <합의서>를 체결할 

때 기타 주주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 기타 주주는 의사표시를 할 수 

                                                        
172张某与狮龙公司等股东优先购买权纠纷上诉案, 앞의 사건. 

173  上海明藝園林景觀有限公司訴上海怡綠房地產有限公司其他合同糾紛案,사건번호: 

(2010)滬二中民四(商)初字第 126 號, 재판법원:上海市第二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419283&keyword=%e

4%b8%8a%e6%b5%b7%e6%98%8e%e8%89%ba%e5%9b%ad%e6%9e%97%e6%99

%af&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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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합의서>는 A 회사와 B 회사 간에 성립되었고 효력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만약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A 회사와 B 회사의 <합의서>는 유효성을 

유지한다. 2. 본 사건의 기타 주주인 C 회사는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A 회사와 

B 회사간의 <합의서>는 유효하지만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약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위반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합의서>의 체결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판결 4] 호남성 중급법원의 지분양도계약분쟁 항소건174  

<판결문 원문 일부분> 

항소인 A 와 피항소인 B 가 합의를 거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다. 중국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주주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본 사건의 <지분양도계약>의 

내용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금지성(禁止性)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중국 회사법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 시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분양도계약의 이행 조건이지 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은 

아니다. 항소인 A 가 회사의 기타 주주인 C 의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174  石玉紅與彭輝股權轉讓合同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10)衡中法民二終字第 15 號, 

재판법원: 湖南省衡陽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873599&keyword=%e

4%b8%8a%e6%b5%b7%e6%98%8e%e8%89%ba%e5%9b%ad%e6%9e%97%e6%99

%af%e7%9f%b3%e7%8e%89%e7%ba%a2&EncodingName=&Search_Mode=accur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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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항소인과 피항소인 B 가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 5]최고인민법원의 지분양도계약 분쟁사건175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양도인 A 회사와 양수인 

B,C 회사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금지성(禁止性)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계약에 속한다. 지분양도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원인은 베이징 

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에서 D 회사는 A 회사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판정한 것이며 또한 D 회사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에게 

인민폐 3 억 위안 176 의 지분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D 회사가 

실제적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행위로 인하여 A 회사와 양수인 

B,C 회사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서의 목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계속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심에서 동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을 종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며 쌍방 

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원은 본 

사항에 대하여 원 판결의 내용을 유지한다.  

 

                                                        
175 北京新奧特公司訴華融公司股權轉讓合同糾紛案(Beijing New Auto Group v. China 

Huarong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사건번호: (2003)民二終字第 143 號, 

재판법원: 最高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507873&keyword=&E

ncodingName=&Search_Mode=like 

176  2014.04.01 17:46 외환은행 기준 고시회차 041 회 환율에 의하면 인민폐 3 억위안= 

511 억 4,400 만원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

query=3%EC%96%B5%EC%9C%84%EC%95%88&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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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 중경시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77 

<판결문 원문 일부분> 

현행 회사법의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지만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계약의 무효를 당연히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 

기타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양도하여 회사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8 년 5 월 21 일자로 

체결한 <계약서>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계약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므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판례 7] 강소성 고등법원의 지분양도계약 분쟁 항소사건178 

<판결문 원문 일부분> 

1 심 법원은 “회사법에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주주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주 A 와 제 3 자인 B 회사 간의 지분양도계약은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또한 법정 취소·무효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유효한 

                                                        
177 劉某某訴堯某某股權轉讓糾紛案 , 사건번호: (2011)永民初字第 02135 號, 재판법원: 

重慶市永川區（縣）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249939&keyword=%e

5%88%98%e6%9f%90%e6%9f%90%e5%88%98%e6%9f%90%e6%9f%90%e8%af%8

9%e5%b0%a7%e6%9f%90%e6%9f%90&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178  孫伯榮與江蘇省紡織集團有限公司股權轉讓合同糾紛上訴案 , 사건번호: 

(2012)蘇商外終字第 0004 號, 재판법원: 江蘇省高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237204&keyword=&E

ncodingName=&Search_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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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라고 판시하였다. A 와 B 회사 간의 지분양도계약에 대하여 

본 법원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주주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분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본 사건의 지분양도계약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 8] 절강성 甯波市江北區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79 

<판결문 원문 일부분> 

<지분양도계약>은 회사 주주인 A, B 와 제 3 자 C 간에 체결한 

계약이다. D 는 회사의 주주로서 원고인 A, B 의 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지만 우선매수권은 법률이 규정한 주주가 동등한 

조건에서 양도지분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며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은 지분양도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의 

자유양도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설사 D 가 우선매수권이 있더라도 

원고 A, B 가 그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 A, B 는 C 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의 효력은 D 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다.  

 

[판결 9] 강소성 남경시 중급법원의 중개계약분쟁 항소사건180 

                                                        
179 常某等訴寧波市某某實業有限公司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3)甬北商初字第 465 號, 재판법원: 浙江省寧波市江北區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221855&keyword=%e

8%82%a1%e6%9d%83%e8%bd%ac%e8%ae%a9%e4%bc%98%e5%85%88%e6%9d

%83&EncodingName=&Search_Mode=like 

180  耿屹東等與周榮輝等居間合同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13)寧商終字第 1026 號, 

재판법원: 江蘇省南京市中級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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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A, B 와 C 가 체결한 중개계약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이고 

유효하므로 쌍방은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 사건에서 중개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A, B 는 C 에게 A, 

B 가 보유한 유한회사 D 의 2%지분을 중개보수로 C 에게 지급한다고 

승낙하였으므로 C 는 A, B 에게 D 회사의 지분을 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유한회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하며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본 사건에서 A, B 는 C 에게 D 회사의 2%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승낙하였지만 C 는 D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A, B 는 지분양도사항에 대하여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고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매수권이 있다. 

E 는 D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법에 근거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현재 E 가 본 법원에 명확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므로 A, 

B 가 C 에게 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이행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하지만 C 는 중개보수에 대하여 손실을 따로 주장할 수 

있다.  

 

[판례 10] 상해시 徐彙區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81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652661&keyword=&E

ncodingName=&Search_Mode=like 

181  宋某某訴張某某等股權轉讓糾紛案 , 사건번호: (2012)徐民二(商)初字第 1878 號, 

재판법원:上海市徐匯區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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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지분양도계약의 성립은 독립성이 있으며 양도인 주주가 지분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본 사건의 피고인 A 와 

B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의 A 와 B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근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포기와 관련되므로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주주는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우선매수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만 

지분양도 쌍방은 지분양도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확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므로 해당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은 법적으로 장애가 있으므로 계속 이행할 수 없다. 본 법원은 

원고가 피고인 A 와 B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양도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소 결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844491&keyword=%e

8%82%a1%e6%9d%83%e8%bd%ac%e8%ae%a9%e4%bc%98%e5%85%88%e6%9d

%83&EncodingName=&Search_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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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설”을 주장하는 상기 10 개 법원의 판례로부터 종합하여 보면 

동 학설을 지지하는 법원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유한회사 주주와 주주가 아닌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법률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중국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효력 요건에 부합되므로 지분양도계약은 

유효하다. 즉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중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 회사법은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시 

지분양도사항을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하고 외부로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 지분을 성공적으로 외부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의 금지성(禁止性) 강행규정이 아니다. 기타 

주주의 동의는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요건이지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만약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면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분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요컨대 기타 주주의 우선매권의 행사 여부는 주주와 외부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형성된 기타 주주와 주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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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계약과 주주와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2 개 계약이며 그 효력은 오로지 중국 계약법의 효력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지분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설 

 

(1)  판례 소개 

 

[판례 1] 북경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 항소사건182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사건의 계약효력 문제- 

지분양도인 A 가 제 3 자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 

주주는 A, B 였으나 A 가 양도한 목적물은 회사의 100%지분이었다. 

주주 A 는 주주 B 의 지분을 처분하였으나 주주 B 의 수권(授權)을 

받지는 못하였다. 현재 주주 B 는 주주 A 의 지분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지 않으므로 동 부분의 지분양도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이다. 183  양도인 A 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182  韓某某與齊某甲股權轉讓糾紛上訴案 , 사건번호: (2012)壹中民終字第 14960 號, 

재판법원: 北京市第壹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619607&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like 

183  본 사건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1 심법원은 계약법 

제 51 조의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 또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체결 후 처분권을 얻은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다.”규정에 

따라 주주 A 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한 후 주주 B 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 

판시하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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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외부로 양도할 때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B 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B 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 

현재 주주 B 가 명확히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 A 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표시하였으므로 1 심 법원에서 내린 지분양도계약이 

무효계약이라는 판결은 사실과 법률근거가 있다. 양수인 C 는 

“지분양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대량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그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설사 상기 상황이 실제적인 

상황이라도 계약의 무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주주 A 와 

양수인 C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지지한다.  

 

[판례 2]하남성 駐馬店市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 사건184 

<판결문 원문 일부분> 

본 사건의 지분양도는 회사법의 규정과 회사 정관 제 16 조의 

규정185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주는 모두 4 명이고 각각 

원고 A, B 와 피고인 C, D 이다. 2012 년 3 월 27 일 C 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 및 D 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과 

관련하여 C 와 D 가 해당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A 와 B 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법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본 

법원은 무효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하에 A 와 B 는 C 와 

D 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184  原告任軍、嶽留柱與被告楊申、張穎、劉紅、張華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2)駐民三初字第 007 號, 재판법원: 河南省駐馬店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461685&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like 

185 회사정관 제 16 조 규정: 주주가 주주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체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지분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가 이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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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의 회사 해산·청산 분쟁사건186 

<판결문 원문 일부분> 

피고인 A 는 제 3 자 B 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유효 여부는 직접 회사의 주주구성에 영향을 미친다…중국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동등한 조건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요구이며 양도인은 기타 주주와 제 3 자에 대하여 동일한 

양도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차별화해서는 아니된다. 동등한 조건에서 

기타 주주는 제 3 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에 처하여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는 기타 주주에게 인민폐 1,350 만 위안으로 외부로 지분을 

양도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지만 사실상 제 3 자 B 에게 인민폐 27.5 만 

위안으로 지분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A 가 제 3 자 B 에게 양도한 

지분가격은 현저히 기타 주주에게 통지한 가격보다 낮으므로 동 

행위는 기타 주주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우선매수권을 직접 

박탈하였고 회사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동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지분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4]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87 

                                                        
186  招有枝訴招錦泉解散及清算公司糾紛案,사건번호: (2004)穗中法民三初字第 270 號, 

재판법원: 廣東省廣州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565548&keyword=%e

6%8b%9b%e6%9c%89%e6%8a%80%e6%9c%af%e6%8b%9b%e6%9c%89%e6%9e%

9d%e8%af%89%e6%8b%9b%e9%94%a6&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

e 

187 鎮江匯江房地產開發有限公司訴儀征化纖房地產開發公司和袁海平股權轉讓案,사건번호: 

(2002)蘇民二字第 212 號,재판법원: 江蘇省高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486069&keyword=%e

6%8b%9b%e6%9c%89%e6%9e%9d%e8%af%89%e6%8b%9b%e9%94%a6%e9%95

%87%e6%b1%9f%e6%b1%87%e6%b1%9f&EncodingName=&Search_Mode=accur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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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 A 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회사법 제 35 조188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주 A 는 주주회의에서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것을 제기한 때에 쌍방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 전체 주주가 해당 양도조건을 알게 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주주 A 는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주주 B 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판례 5] 상해시 普陀區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사건189 

<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법의 유한회사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시 반드시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해야 하며 주주는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피고인 A 와 

제 3 자인 피고인 B 간의 지분양도사항은 원고의 서면 동의를 취득한바 

없으므로 본 법원은 원고의 소송 청구를 지지한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가 2011 년 1 월 1 일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다.  

 

[판결 6] 북경시 石景山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90 

                                                        
188 본 판례는 2002 년 판례이므로 2005 년 개전 전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189  薛某某訴薛某某等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3)普民二(商)初字第 355 號, 

재판법원: 上海市普陀區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497085&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like 

190 蔣文保訴張喜平等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1)石民初字第 4369 號, 재판법원: 

北京市石景山區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266256&keyw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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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유한회사는 인적성이 있으므로 주주 간의 신뢰관계는 회사설립의 

기석이며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황 하에서 주주의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주주 A 는 제 3 자와 달성한 

지분양도사항을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아 기존 주주의 

주주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 간의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다. 

 

[판결 7] 호남성 雨花區 지방법원의 지분양도분쟁 사건191 

<판결문 원문 일부분>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는 주주 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고 주주는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피고인 주주 A 와 

제 3 자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지분양도사항을 

사전에 기존 주주인 원고 B 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 8] 강소성 無錫市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항소사건192 

                                                                                                                                         
8%92%8b%e6%96%87%e4%bf%9d%e8%af%89%e5%bc%a0%e5%96%9c%e5%b9%

b3&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191 劉惠虹訴長沙市宏立物業管理有限公司等股權轉讓糾紛案, 사건번호: 

(2010)雨民初字第 2409 號, 재판법원: 湖南省長沙市雨花區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903353&keyword=%e

5%88%98%e6%83%a0%e7%ba%a2%e5%88%98%e6%83%a0%e8%99%b9&Encodin

gName=&Search_Mode=accurate  

192  周某某與楊某某股權轉讓糾紛上訴案, (2011)錫商終字第 361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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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 B 가 동등한 조건에서 양도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주 A 는 주주 B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3 자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20%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주주 B 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주주 A 와 제 3 자가 2008 년 4 월 8 일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다. 주주 A 와 제 3 자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진행한 주주변경 등기수속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판결 9]상해시 闵行區 인민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193 

<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 A 는 지분을 양도할 시 회사의 주주인 B 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A 와 제 3 자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지분양도계약에서 규정한 가격과 기타 주요 

조건을 주주 B 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이미 원고 주주 B 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만약 주주 A 가 지분양도 행위를 진행하려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주주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선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江蘇省無錫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355471&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accurate 

193 （2011）闵民二(商)初字第 424 号, 上海市闵行区人民法院 

http://www.law-lib.com/cpws/cpws_view.asp?id=20040151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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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A 와 제 3 자간에 2011 년 1 월 31 일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하다.  

 

[판결 10] 운남성 곤명시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항소사건194 

<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법의 규벙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고 주주는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매수권이 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체결한 지분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지분양도계약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결 11]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항소사건195 

<판결문 원문 일부분> 

항소인(주주)과 피항소인(외부 제 3 자)이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항소인은 

기타 주주가 동 지분양도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회의 결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지분양도행위는 1999 년 회사법 제 35 조 제 2 항 “주주가 주주 이외의 

                                                        
194  徐寶才與暴雙俊等股權轉讓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09)昆民五終字第 44 號, 

재판법원: 雲南省昆明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674624&keyword=%e

5%be%90%e5%ae%9d%e6%89%8d&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195  霍偉與盧鳴股權轉讓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06)穗中法民二終字第 298 號, 

재판법원:廣東省廣州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551404&keyword=%e

5%be%90%e5%ae%9d%e6%89%8d%e9%9c%8d%e4%bc%9f&EncodingName=&Se

arch_Mode=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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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에게 출자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출자를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하다.  

 

(2)  소 결 

 

“무효설”을 주장하는 상기 11 개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에 대하여 거의 상세하게 논증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법원의 판례에서는 지분양도계약이 회사법의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 주주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판시하였다.  

 

일부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간 설명을 더하여 회사법의 주주 

우선매수권 관련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196의 

규정에 따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이라고 

판시하였다. 

 

3. 취소가능설 

 

                                                        
196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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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소개 

 

[판례 1]강소성 徐州市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 항소사건197 

<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 A 와 제 3 자 B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 C 가 취소권 주체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 법원은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중국 회사법에서 유한회사의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의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 A 와 

제 3 자 B 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 C 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 후 주주 C 가 명확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표명하였지만 

주주 A 와 제 3 자 B 는 주주 C 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지분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 B 는 지분양도계약은 주주 C 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 즉 

중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지분양도에 대한 법정 제한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 B 간에 체결한 지분양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주 C 는 취소권이 있다.  

 

[판례 2] 북경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분쟁 항소사건198 

<판결문 원문 일부분> 

                                                        
197  郭良清與徐州萊恩藥業有限公司等股權轉讓糾紛上訴案 , 사건번호: 

(2012)徐商終字第 0025 號, 재판법원: 江蘇省徐州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275109&keyword=%e

9%83%ad%e8%89%af%e6%b8%85&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198王某某等與朱某某股權轉讓糾紛上訴案,사건번호:(2012)壹中民終字第 10245 號,재판법

원: 北京市第壹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325799&keyword=%e

7%8e%8b%e6%9f%90%e6%9f%90%e7%ad%89%e4%b8%8e%e6%9c%b1%e6%9f%

90%e6%9f%90%e8%82%a1%e6%9d%83%e8%bd%ac%e8%ae%a9&EncodingName

=&Search_Mode=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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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A 가 제 3 자 B 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지만 주주 A 와 

제 3 자 B 는 법규정에 따라 지분양도사항을 기타 주주 C 에게 

통지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타 주주 C 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지분양도계약은 취소 가능한 

계약이며 기타 주주 C 는 동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판례 3] 운남성 곤명시 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 항소사건199 

<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법의 입법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규정은 

주주의 지분양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법의 규정은 주로 절차적인 규정임을 

표명한다. 동 절차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체적인 

권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에 동의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지분양도 전에 표시할 수도 있고 양도 후에 추인할 수도 있다. 또한 

절차적인 하자로 지분양도행위가 무효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경제와 

효율원칙에 반하며 사회자원의 최적화에도 불리하다. 반면, 기타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분양도행위는 지분양도 반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지분양도계약은 

취소가능한 계약이다.  

 

[판례 4] 上海盛華企業投資發展有限公司의 지분양도분쟁 항소사건200 

                                                        
199  範奕辛與李宏武股權轉讓合同糾紛上訴案 , 사건번호: (2009)昆民五終字第 1 號, 

재판법원: 雲南省昆明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644910&keyword=%e

8%8c%83%e5%a5%95%e8%be%9b%e4%b8%8e%e6%9d%8e%e5%ae%8f%e6%ad%

a6&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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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주주인 盛華회사는 본 사건의 

양도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 주주인 倪鸣 등은 기타 주주인 

盛華회사가 명확히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여전히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지분양도행위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지분양도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盛華회사의 주주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5] 某投資發展有限公司의 지분양도 분쟁사건201 

<판결문 원문 일부분> 

우선매수권은 일종 법정권리이고 주주가 아닌 제 3 자의 선의적인 

매수권리는 일종 계약에서 약정한 권리이다. 중국 회사법이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보호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 주주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본 항소심에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판례 6] 상해시 闵行區 인민법원의 지분분쟁사건202 

                                                                                                                                         
200  上海盛華企業投資發展有限公司訴倪鳴等股權轉讓糾紛上訴案 , 항소심, 

北大法律信息網，2014 년 4 월 10 일 최종방문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740725&keyword=&

EncodingName=&Search_Mode=like 

201 某投資發展有限公司訴王某等股權轉讓侵權糾紛案, 항소심, 北大法律信息網，2014 년 

4 월 10 일 최종방문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560270&keyword=%e

6%9f%90%e6%8a%95%e8%b5%84%e6%9c%89%e9%99%90%e5%85%ac%e5%8f%

b8%e8%af%89%e7%8e%8b%e6%9f%90%e6%9f%90%e6%8a%95%e8%b5%84%e5

%8f%91%e5%b1%95%e6%9c%89%e9%99%90%e5%85%ac%e5%8f%b8%e8%af%8

9%e7%8e%8b%e6%9f%90&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202 上海 A 有限公司訴李 a 股權轉讓糾紛案 , 사건번호:(2009)閔民二(商)初字第 372 號, 

재판법원: 上海市閔行區（上海縣）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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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일부분> 

우선매수권은 강제적인 계약체결 효력이 없으며 단지 지분양도인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법원에 해당 지분양도수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소 결 

 

 상기 6 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법원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러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바 종합하여 보면 아래 몇 가지가 있다.  

 

1)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2)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분양도에 대한 

법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3) 주주 우선매수권은 법정권리이므로 지분양도계약의 약정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므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주주 우선매수권 규정은 지분양도에 대한 법률제한조항이므로 동 

조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7974393&keyword=%e

4%b8%8a%e6%b5%b7A%e6%9c%89%e9%99%90%e5%85%ac%e5%8f%b8%e8%af

%89%e4%b8%8a%e6%b5%b7A%e6%9c%89%e9%99%90%e5%85%ac%e5%8f%b8

%e8%af%89%e6%9d%8ea%e8%82%a1%e6%9d%83%e8%bd%ac%e8%ae%a9&Enc

odingName=&Search_Mode=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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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법의 주주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일종 절차적인 

규정으로 보고 이러한 절차적인 규정의 위반이 반드시 실체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하지만 지분양도 반대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되므로 이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주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주주와 제 3 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은 

취소가능하다. 

  

4. 효력미정설 

 

(1) 판례 소개 

 

[판례 1] 新疆烏魯木齊市중급인민법원 지분양도계약분쟁 항소사건203 

<판결문 원문 일부분> 

회사는 주주 A 와 주주 B 2 명이며, 주주 A 가 그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제 3 자인 C 에게 양도하려면 주주 B 에게 통지하여 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주주 B 의 30 일 내의 답변 기간 내에 계약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판례 2]하남성 濮陽市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204 

<판결문 원문 일부분> 

                                                        
203 鄧湘等與胡美麗股權轉讓合同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11)烏中民二終字第 515 號, 

재판법원: 新疆維吾爾自治區烏魯木齊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269046&keyword=%e

9%82%93%e6%b9%98&EncodingName=&Search_Mode=accurate 

204 聶曉慶與濮陽縣恒泰藥品有限責任公司股權轉讓糾紛上訴案,사건번호: 

(2011)濮中法民再終字第 33 號, 재판법원: 河南省濮陽市中級人民法院 

http://vip.chinalawinfo.com/case/displaycontent.asp?Gid=118102174&Keyword=%

C4%F4%CF%FE%C7%EC%D3%EB%E5%A7%D1%F4%CF%D8%BA%E3%CC%A9%

D2%A9%C6%B7%D3%D0%CF%DE%D4%F0%C8%CE%B9%AB%C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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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계약은 효력미정계약으로서 만약 기타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동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고 만약 

기타 주주가 동의하지 않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면 동 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부존재로 인하여 의미가 없다.  

 

(2) 소 결 

 

상기 2 개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주의 명확한 

동의 표시를 취득하기 전에 주주와 주주 외의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주주가 지분양도에 

동의하고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5. 발효조건부설 

 

(1) 판례 소개 

 

[판례 1] 강소성 南京市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계약 분쟁사건205 

<판결문 원문 일부분> 

중국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고 주주는 

해당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 동등한 

                                                        
205 趙強與李誌野股權轉讓合同糾紛案 , 사건번호: (2013)寧商終字第 452 號, 재판법원: 

江蘇省南京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471771&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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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하에서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본 사건에서 주주 A 와 

제 3 자가 2011 년 12 월 20 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이 

규정한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타 주주 B 가 2012 년 5 월 

5 일에 지분의 외부양도에 동의하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것을 

승낙하였을 때에 동 지분양도계약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였다.   

 

[판례 2] 하남성 郑州市중급인민법원의 지분양도분쟁 항소사건206 

<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지만 지분양도 주주가 본 지분양도계약이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취득하였고 서면으로 기타 주주를 통지하여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의 

지분양도계약은 주주와 제 3 자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3] 강소성常州市戚墅堰區인민법원의 지분양도 사건207 

<판결문 원문 일부분> 

법률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의 외부 지분양도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외에도 일부 

특정 요건이 필요하는 바, 본 사건에서 주주 A 가 외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것에 주주 B 와 주주 C 는 명확히 지분양도에 동의하지 

                                                        
206 上訴人範霆波與被上訴人河南華陽能源發電科技有限公司股權轉讓糾紛上訴案, 

사건번호: (2012)鄭民三終字第 1221 號, 재판법원: 河南省鄭州市中級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8915041&keyword=%e

4%bc%98%e5%85%88%e8%b4%ad%e4%b9%b0%e6%9d%83&EncodingName=&Se

arch_Mode=like 

207  陳震訴萬某 1 股權轉讓糾紛案,사건번호: (2011)戚商初字第 42 號, 재판법원: 

江蘇省常州市戚墅堰區人民法院 

http://vip.chinalawinfo.com/case/displaycontent.asp?Gid=117903091&Keyword=%

B3%C2%D5%F0%CB%DF%CD%F2%D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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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아울러 주주 C 는 명확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주주 A 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계약효력발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다.  

 

[판례 4] 강소성 新沂市인민법원의 지분양도계약 분쟁사건208 

 

<판결문 원문 일부분> 

주주와 제 3 자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기타 주주를 

통지하지 않았고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동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2) 소 결 

 

상기 4 개 법원의 논리를 종합하여 보면, 기타 주주의 동의를 

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일종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며 지분양도에 대한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주와 제 3 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 또는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 등 2 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208 趙雪紅 2 訴孫仁亮等股權轉讓合同糾紛案 , 사건번호: (2012)新商初字第 0015 號, 

재판법원: 江蘇省新沂市人民法院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pfnl&Gid=119327269&keyword=%e

8%82%a1%e6%9d%83%e8%bd%ac%e8%ae%a9%e4%bc%98%e5%85%88%e6%9d

%83&EncodingName=&Search_Mod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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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대한 평가 및 이론의 재구성 

 

제1절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 

 

제 4 장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주주의 우선매수권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학계는 주로 “기대권설”, “청구권설”, “형성권설”, “물권설” 

등 4 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그 중 “형성권설”이 다수설이고, 법원의 

5 개 판례에서 언급했던 법적성격은 “형성권”, “기대권” 및 “청구권”이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다수 법원이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형성권”이라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학계과 실무에서는 보편적으로 

유한회사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필자는 각 학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중국 현행법의 우선매수권을 기대권·물권·형성권이 아닌 일종 

강제적인 계야체결(強制締約) 성격이 있는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 각 학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기대권설 

 

가. 학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기대권설”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는 지분의 외부양도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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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는 수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기 전에 동 권리는 오로지 기대 가능한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나머지 요건이 실현되어야만 기득권으로 전환되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 학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매수권이 처하여 있는 일종 상태를 밝혔을 뿐이지, 관련 조건이 

만족된 후 주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권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없다. 

 

아울러, 사권(私權)의 분류기준으로부터 볼 때, 기대권과 대응하는 

권리는 기성권이며 이는 권리의 발생요건이 완전히 실현되었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09  “기성권은 발생요건이 모두 구비된 권리인 

반면, 기대권은 기성권으로 전변될 수 있는 과도기의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요건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점차 완전한 권리로의 

취득이 가능한 권리이다. ” 210  하지만 물권, 형성권과 청구권은 

작용（효력）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는 민사권리이다. 부동한 민사권리 

분류 기준에 따라 소속된 권리 유형은 상호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비교 가치가 없다.211  

 

기대권은 단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처하여 있는 

일종 상태를 해석하였을 뿐이며 이는 권리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사실 모든 민사권리는 그 행사 전에 모두 일정한 “기대 

                                                        
209 송덕수, 앞의 책, 90 면. 
210 王利明, 앞의 책, 2008，107 면. 

211 예를 들면 조건부·기한부 민사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바로 기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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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다만 이렇다고 해서 그 권리의 성격이 

“기대권”이라고 정의해서는 아니된다.212  

 

나.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아울러 “호남성 辰溪縣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에서 법원은 

판결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명확히 일종 기대권이라고 

언급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주주가 주주 자격을 취득한 때에 주주 

우선매수권은 이미 성립(발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기대권과 

기성권의 분류기준을 보면 권리의 발생요건이 완전히 구비된 권리는 

기성권이고 기대권은 발생요건 중 일부만이 실현된 상태에 처하여 

있는 권리이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 우선매수권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는바 즉 그 때 우선매수권의 

모든 발생요건이 사실상 모두 구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 법원의 판결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일종 기대권이라는 

주장과는 서로 모순된다.  

 

필자는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해당 주주가 주주 자격을 취득한 때 

이미 발생하였다는 본 사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며 주주 

우선매수권을 일종 기성권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 소 결 

 

기대권설은 오로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권리가 

처하여 있는 상태에 대한 서술이지 우선매수권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 

                                                        
212蔣大興，앞의 논문, 6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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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대권설”은 주주 

우선매수권의 대내적 행사효력, 즉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가 없다. 아울러 “호남성 辰溪縣 지방법원의 

지분양도 분쟁사건”으로부터 필자는 우선매수권은 일종 기대권이 

아닌 기성권으로서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 주주는 이미 완전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물권설 

 

가.  학설에 대한 분석  

 

 “물권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으로 보므로 

이론적으로 주주 우선매수권자에게 일종 절대적인 보호를 주었다.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우선하므로 설사 

지분양도인과 제 3 자 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해당 채권은 “물권” 성격이 있는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지분양도인과 우선매수권자간에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불문하여 채권 행위의 유효성 여부는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나. 물권설의 문제점 

 

1) 법리상 문제점 

 

첫째, 일반적으로 권리 성격이 그 권리의 특징을 결정하지만 반대로 

같은 권리 특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권리이라는 결론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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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권리가 물권이어서 동 

권리가 우선적이고 대세적인 특징이 있게 되지만 우선적이고 

대세적인 특징이 있는 권리는 모두 물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법상 예고 등기213한 채권은 제 3 자를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효력이 있는 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상대성 권리를 절대성 권리로 

전변되게 하였으나 214  채권의 성격은 이로써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항효력이 물권 성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다.215  

 

주주 우선매수권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 효력은 주로 2 개 방면에서 

표현되는바 첫 번째는 주주가 지분매수 순서에서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 3 자의 불법적인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후자는 물권뿐만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권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 특성이고 전자는 단지 법적으로 

지분양도주주가 주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뿐이며 이는 

우선매수권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며 권리의 성격과 

상관없다.216  

 

                                                        
213  예고 등기는 당사자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가사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고등기를 마친 채권은 장래에 발생한 동 청구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인 효력이 있다.  

중국 물권법 제 20 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권의 실현을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 등기 후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14 馬新彥, 壹物二賣的救濟與防範, 法學研究 第 2 期, 2005，90 면. 

215 於午丁、王宏，앞의 논문, 64 면. 

216陳鍇, 앞의 논문,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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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형성권 성격이 있는 물권 

취득권”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권리의 효력에 의해 민사권리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및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권은 일종 

지배권이며 지배권과 형성권은 동일한 분류 기준 하에 있는 2 가지 

종류의 민사권리이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물권인 동시에 형성권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물권 취득권”을 일종 물권으로 정의하는 것은 

학리적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물권의 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중국 물권법이 정해진 것에 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창설하지는 못한다. 주주 우선매수권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일종 법정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모든 법정 권리는 물권이 아니며 중국 

물권법에서도 이를 일종 물권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물권이 아니다.  

 

2) 이익균형 문제 

 

 물권설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므로 

제 3 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았는가, 또한 제 3 자의 이익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할 가치도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물권법 체계 하에서 제 3 자의 이익보호를 말하면 “선의취득 

제도”217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물권법에서 규정한 선의 

                                                        
217  중국 물권법 제 106 조: 무권리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 외에 아래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할 때에 선의적이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3) 양도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미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미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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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제도 하에서 목적물을 처분한 자는 “무권리자”인데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당연히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단지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의 자기지분의 처분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 뿐이지 이로써 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 물권법에서 

규정한 선의취득 제도는 외부 제 3 자를 보호하는데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제 3 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 

 

다. 소 결 

 

“물권설”은 제 3 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없는 제도적인 

가치문제 외에, 법리적으로부터 볼 때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으로 정의하는 것도 엄 하지 않으며 더구나 중국의 

물권법정(物權法定)주의 제도하에서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물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형성권설 

 

 “형성권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 성격에 관한 중국 학계의 

다수설이다. 절대적 형성권설이든 조건부 형성권설이든 모두 주주의 

우선매수권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절대적 형성권설 및 문제점 

                                                                                                                                         
양수인이 상기 조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요권을 취득한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무권리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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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설에 의하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법정이든 약정이든 

법적성격이 모두 형성권이며 우선매수권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지분양도 주주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형성되며 이는 지분양도 주주의 승낙이 필요 없다.218 

형성권의 효력이 강하므로 상대방은 복종의 지위에 처하여 있으며 

형성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없다. 219 

형성권의 특징에 의하여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면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는 지분양도계약이 직접 

성립된다.  

 

1) 현행법상 문제점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절대적 형성권이라면 형성권의 행사 즉시 

상대방과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즉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회사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정하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만약 2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각 주주는 협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다는 아니다. 이는 우선매수권이 절대적 

형성권으로서의 법적효력과는 모순된다.  

                                                        
218蔣大興，앞의 논문, 68 면. 

219 崔建遠, 『民法總論』, 清華大學出版社, 2010，2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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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상 문제점 

 

 절대적 형성권설을 주장한다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며 동 권리는 의무가 수반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형성과 법률효과를 용납하여야 한다. 형성권은 오로지 

권리자가 행사하여야 하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20 이에 따라 주주가 그의 우선매수권이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매수권이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일단 이를 행사한다면 

지분양도주주와 계약관계가 형성되므로 우선매수권자는 법원에 직접 

동 지분양도계약의 강제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형성권은 당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인데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려면 이미 형성된 변동이 가능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즉 형성권은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가 종속되는 법률관계와 분리해서는 아니된다. 221  하지만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해당 주주와 지분양도주주간에는 이미 

성립된 우선매수권자가 변동시킬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조건부 형성권설 및 문제점 

                                                        
220 王澤鑒, 『民法總則』, 北京大學出版社, 2009，79 면. 

221 王利明, 앞의 책, 2008，1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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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형성권설은 우선매수권은 형성권이지만 정지조건이 부가된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2  동 학설은 절대적 

형성권설의 우선매수권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 보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국 일부 학자가 절대적 형성권설에 대한 개량이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이 조건부 형성권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분양도인과 외부 제3자간의 

자유적인 거래 권리도 일정하게 보호하는데 고안한 것이다. 223  

 

1) 법리상 문제점 

 

중국의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권리 

상대방의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민사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224 또한 일반적으로 조건부 민사행위에서의 조건은 당사자가 

약정한 불확실한 사유이어야 하며 법정사유는 아니된다. 하지만 

우선매수권 행사의 전제 조건은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법정사유이다.  

 

“정지조건”으로부터 볼 때 정지조건이란 “민사행위 효력의 발생은 

특정 조건의 성취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특정 조건을 지연조건 또는 

발효조건이라고도 한다. 정지조건부 민사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었지만 단지 효력이 정지 상태에 처하여 

                                                        
222 王澤鑒, 『民法學說與判例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9 年修訂版，315 면. 

223 鄭永寬, 論按份共有人優先購買權的法律屬性, 法律科學 第二期, 2008, 23 면. 

224 崔建遠, 앞의 책，2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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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25  만약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이 정지조건부 

형성권이라면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 이미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지분매매관계가 

형성되었어야 한다. 다만 정지조건이 해당 지분양도계약 효력의 

발생을 정지 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동 학설의 주장에 의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는 지분매매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즉 민사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지조건의 성취로 해당 민사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2) 이익균형 문제 

 

형성권설은 기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으나 지분양도 

주주의 이익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부 제3자로서는 지분매수를 

위한 협상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주주가 지분매수를 결정함에 따라 협상이 무산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불공평하며 또한 이에 따라 

주주는 지분양수 희망자를 물색하기 곤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희망자 자체가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다. 소 결  

  

“형성권설”은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미약하며 

또한 우선매수권을 형성권으로 보면 현행 회사법 규정과 모순되고 

민법의 형성권 법리와도 상충되므로 “절대적 형성권설”이든 “조건부 

                                                        
225 王利明, 앞의 책，2008，148-1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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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설”이든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2. 강제적 계약체결(強制締約) 성격이 있는 청구권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쟁에서 제일 큰 쟁점은 

사실상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 

주주간에 직접 지분양도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실질은 지분양도인, 우선매수권자와 제3자간의 이익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동한 가치 판단이다.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쟁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학설은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며 형성권설은 청구권설에 비교하여 

우선매수권자의 이익 보호를 더욱 중요시 생각한다.  

 

상기 각 학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필자는 우선매수권을 

일종 “강제적 계약체결 성격이 있는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국의 입법가치에 부합되고 우선매수권의 제도적인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매수권의 행사, 각 주체 간의 

법률관계 및 법적효력 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청구권의 합리성 

 

가. 입법가치 측면 

 

회사법은 일종 사법(私法)으로서 사법자치(自治)의 이념을 강조하며 

회사자치와 주주의 자치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물권 또는 형성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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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主導性) 원칙에 반한다. 사법은 의사자치를 원칙으로 의사 

규제(管制)를 예외로 한다. 226  특히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형성권으로 

해석한다면 주주의 의사자치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사법자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것은 우선매수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대 법제는 평등원칙을 강조하며 사법은 청구권을 원칙으로 

형성권을 예외로 한다. 어느 한 권리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상황 외에는 

법률의 기본원칙과 가치에 부합되는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 227 

중국 현행 회사법은 사법자치의 이념을 제창하고 규제 완화를 

원칙으로 하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 성격에 대한 이해도 이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우선매수권을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회사법의 

주요가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나. 현행법규정 측면 

 

“형성권설”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 간에 2개 이상의 지분양도계약이 

즉시 형성되므로 지분양도 주주는 동시에 동일한 목적물에 존재하는 

여러 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 중의 1개 계약을 이행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계약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1개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226 伍堅, 股東優先購買權制度研究，蘭州學刊，2013，167 면. 
227蔣大興，앞의 논문, 7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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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일종 강제적인 계약체결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여전히 일종 청구권으로서 주주의 

권리행사 의사표시는 여전히 청약에 해당하며 2개 이상의 청약이 

있는 경우 각 주주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비율을 협의할 수 

있다. 강제적인 계약체결 청구권설 하에서 지분양도주주는 승낙하는 

의무가 있지만 우선매수권자가 청약을 보내면 즉시 승낙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매수권자가 회사법에서 규정한 

지분매수비율에 대한 협상 절차를 마친 후에 합의를 달성한 

우선매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다.  

 

다. 이익균형(均衡) 측면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경제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일종 

조직형태로서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주주 우선매수권 제도의 

입법목적은 유한회사의 인적성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분양도주주의 실제적인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결국 지분양도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설계한 제도이며 주주의 지분양도권리에 기반하여 파생된 

일종 부속 권리로서 그 목적은 지분양도인의 지분양도이익 실현에 

있다.228  

 

우선매수권의 설계가 만약 지분양도인의 최대 경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제일 먼저 지분양도 협상에 참여한 외부 제3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양호한 지분양도 외부환경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균형의 제도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물권이나 형성권에 비하여 

                                                        
228蔣大興，앞의 논문, 7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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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을 일종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분양도인과 외부 제3자의 이익도 보다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3자간의 이익균형과 공평성에 유리하다고 본다.  

 

(2) 청구권설에 대한 질의 

 

기타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청구권설에 대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필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아래에 같이 분석한다. 

 

가. “형성권”과의 차이성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만약 지분양도주주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우선매수권을 만족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시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강제적인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 청구권은 

사실상 형성권과 차별이.229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강제적인 계약체결에 대한 일종 오해이다. 

“강제적인 계약 체결이란 강제계약, 계약강제, 계약체결의 강제 또는 

강제성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전히 일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청약을 보내야 하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230 따라서 

강제적인 계약체결의 상황 하에서 일방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청약을 

보내야 하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하여서는 

                                                        
229 李平, 股東優先購買權的性質、行使與效力, 第二屆公司法司法適用高端論壇論文集, 

2012， 275 면. 

230 王澤鑒, 『民法債編總論』（第壹冊）, 三民書局, 1996，7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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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구권의 존재와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일종 “형성권”이라는 것은 아니다. 231 

 

 형성권설의 일방 의사표시로 지분양도계약 관계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효과와 비교하여 강제적인 계약체결 청구권설은 

지분양도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므로 지부양도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며 이로써 쌍방 거래의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현실적인 거래에서 각종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된 상황 하에서 지분양도주주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일부 학자에 의하면 “우선매수권이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인 경우 

제3자를 대항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우선매수권이 침해 받을 경우 

오로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선매수권자가 최종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우선매수권제도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32 

 

 하지만 우선매수권을 물권으로 보지 않는 이상, 형성권설이든 

                                                        
231  예를 들면 중국 계약법의 여객운송계약도 일종 강제적인 계약체결 성격이 있는 

계약인바, 계약법 제 292 조 및 제 293 조의 여객운송계약의 관련 규정을 보면 

운송인은 강제적인 승낙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동시에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에서 탑승권을 

교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객운송계약은 일종 강제적인 계약체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여객이 운송인에 대한 청약이 필요하므로 “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동시에 운송인이 승낙하고 탑승권을 교부한 때에 성립되므로 

“형성권”처럼 여객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여객운송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232張家勇, 앞의 논문，16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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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설이든 최종적으로 모두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 간의 

지분양도계약 및 지분양도주주와 외부 제3자간의 지분양도계약 등 

2개 병존하는 계약이 형성될 것이며 최종 어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누가 양도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주주 

우선매수권행사의 대외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효력 측면으로부터 청구권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경제 효율성 

 

일부 학자에 의하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청구권인 경우 

지분양도주주가 승낙을 거절한다면 우선매수권자는 소송절차에 

의지해야만 지분양도주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강제적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 지분양도주주가 거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전제 하에서, 다시 계약체결 절차인 청약과 승낙을 진행한다면 

경제효율성 원칙에 반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형성권설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233  

 

하지만 지분양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매수권자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지하는 상황 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것은 

이론적으로 양도인이 거절하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선매수권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분양도주주는 자신의 강제적인 계약체결 의무를 개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지 하면서도 계약체결을 거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경 

소송절차는 우선매수권자뿐만 아니라 쌍방의 시간과 금전 등을 

                                                        
233趙旭東，앞의 논문, 2012, 24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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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하기 때문이다.  

 

지분양도주주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을 때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쌍방은 동 이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는 사법(私法) 

환경 하에서 평등한 당사자가 공평·공정성에 대한 추구이다. 물론 

강제적인 계약체결 청구권은 형성권에 비하여 “승낙”절차가 있지만 

지분양도주주가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낙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지하는 상황 하에서 지분양도주주는 이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형성권은 이론적으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지분양도계약이 직접 성립되지만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는 직접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형성권설이 청구권설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결 론 

 

필자는 입법 가치, 현행법 규정 및 이익균형 측면으로부터 볼 때 

현재 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은 

형성권이 아닌 일종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우선매수권자가 지분양도 주주에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본질적인 특징인 우선성(優先性)과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자는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을 일종 

“강제적 계약 체결” 성격이 있는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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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선매수권 행사 효력에 대한 판단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체결한 

지분양도주주와 외부 제3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은 중국 

계약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1. 각 학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무효설 

 

가.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  

 

무효설의 주장은 중국 회사법 제71조의 주주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은 일종 강행법규로서 중국 계약법의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분양도주주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여 제3자와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회사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무효이라는 것이다.  

 

중국 실무에서도 법원은 무효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였는바 필자가 

선별한 38개 판례에서 11개 법원이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중 일부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계의 논증과 같은 추리 방법을 사용하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법률의 강해법규를 위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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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법원의 논증은 

단순히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법규정을 위반하기만 한다면 

계약은 무효이라는 견해이므로 사실상 중국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계약 무효의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 무효설의 문제점 

 

1) 법리상 문제점 

 

무효설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중국 회사법 제71조의 지분양도제한 

규정이 반드시 중국법상 강행법규이어야 하지만 필자는 동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로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규칙을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분류한다.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법적으로 

명확한 행위모델을 규정함으로써 행위주체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약정을 통하여 이러한 규칙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하지만 임의법규는 행위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만이 법률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234  

                                                        
234朱景文主編：『法理學』，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8，35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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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회사를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는 아니다. 235  2005년 개정 회사법을 통하여 주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관사항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치는 중국 회사법의 발전추세이다. 236  중국 

회사법의 제71조에서는 명확히 회사정관에서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우선매수권에 대하여 회사가 정관을 통하여 지분양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이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위에서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의 특징에 

부합되며 회사법 제71조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은 일종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임의법규이다.237  

 

2) 이익균형 문제 

 

무효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우선매수권자인 기타 주주의 이익에 

대하여 절대적인 보호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일단 지분양도인과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물권행위인 경우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인 경우 채권과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이 

                                                        
235 송옥렬, 회사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 24 기 제 3 권, 2011, 

18-20 면. 
236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76 면. 
237 冉崇高、陳璐：侵犯股東同意權和優先購買權的股權轉讓協議的效力，《人民司法》，

2011 年第 14 期，7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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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인정되기 전에 설사 지분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계약의 무효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양수된 지분을 다시 주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지만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의 이익은 무시하였다.  

 

3) 경제 효율성 문제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만약 기타 주주가 최종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포기한다면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기존의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다시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약체결의 원가를 

높였고 경제효율성에 불리하다. 238 

 

다. 소 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효설의 전제는 회사법의 우선매수권 

규정이 강행법규이어야 하지만 회사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이므로 무효설은 법리상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무효설은 

적당하지 않다. 아울러 이익균형 측면에서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의 

이익을 소홀이 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는 부족한 점도 

존재한다.  

 

(2) 취소가능설 

 

가. 학계 및 판례에 대한 분석  

 

                                                        
238王東光, 論股權轉讓的雙重限制及其效力, 公司法法律評論, 2010，41 면. 



- 122 - 
 

 중국 학계에서 현재 유효설이 다수설이지만 취소가능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239  취소가능설의 논거는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을 일종 취소가능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가능한 계약으로 본다면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분양도주주가 

지분양도 과정에서의 기회주의 행위를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240  

 

실무에서 취소가능설을 채택하고 있는 법원도 적지 않으며 필자가 

정리한 판례에서 모두 6개 법원의 판례에서 우선매수권자에게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논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각양각색이었으며 심지어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취소가능설을 주장하는 법원은 

주주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을 일종 법정조건 또는 법정 제한조건으로 

보거나 또는 주주 우선매수권은 일종 법정권리로서 계약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주주 우선매수권 규정을 

일종 절차적인 규정으로 보아 241  이익균형의 각도로부터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39 본 학설을 주장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는 중국 인민대학교 劉俊海 교수이다. 

240  예를 들면 지분양도주주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타 주주에게 지분양도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악의로 지분양도가격을 높여 기타 

주주로 하여금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한다. 만약 기타 주주에게 취소권이 

있다면 지분양도 후 기타 주주가 동 사기사항을 알게 된 경우 지분양도주주의 이런 

행위는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기타 주주는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여전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1  취소가능설을 지지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논거와 주장은 본 논문 앞부분 

“취소가능설” 판례 소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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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소가능설의 문제점 

 

1) 법리상 문제점 

 

중국은 계약법 제54조242에서 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바 계약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계약 일방의 의사표시가 진실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야 하며 취소 가능한 계약의 요건은 중대한 오해, 현저한 

공평성의 상실, 사기·강박·타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취소가능설에서 

주장하는 취소이유는 계약법에서 규정한 취소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지분양도주주가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외부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일종 사기와 유사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취소권자는 계약 당사자이어야 하므로 우선매수권자인 

유한회사의 주주는 아닐 것이다. 또한 제3자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설사 상기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2) “채권자의 취소권 제도”의 적용 불가능성 

 

                                                        
242 중국 계약법 제 54 조[계약의 취소·변경권]: 다음 각 호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혹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착오에 의해 체결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때에 현저하게 공평성을 잃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기·강박의 수단 또는 궁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체결하게 한 계약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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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중국 계약법상 “채권자 취소권”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그의 채무자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에 의하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임의로 방치하거나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최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243  

 

중국 일부 학자는 “채권자 취소권 제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론근거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일종 법적 권리 또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권리 또는 기대를 침해한 계약 또는 결의에 

대하여 제3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부터 볼 때 

유한회사 주주는 양도지분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기대가 있으므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중국 계약법상 채권자 

취소권제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4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우선매수권자는 지분양도주주의 채권자가 아니고 

지분양도행위도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임의로 방치하는 

행위이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에 동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43 중국 계약법 제 74 조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임의로 방치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양수인이 그 사유를 

안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도로 한다.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244冉崇高、陳璐，앞의 논문, 7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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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추 적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일종 

법률의의가 있는 권리 또는 기대가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상황 하에서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할 지는 국가의 

입법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권리나 기대가 있다고 

하여 법률은 모든 상황 하에서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245  

 

마지막으로, 유추적용의 기본 법리로 부터 보면, 법률이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이와 성질이 고도로 유사한 다른 사항이어야 

하는데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행사와 채권자의 취소권의 행사는 주체, 

적용대상, 법률효과 등 모든 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으며 단지 기대 

가능한 이익이 있다는 한개 방면의 유사성으로 계약법의 채권자 

취소권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유추 적용에 대한 남용이다.  

 

3) 소 결 

  

 취소가능설은 중국 계약법의 취소권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울러 계약법에서 규정한 채권자 취소권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현행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법적근거가 없는 학설이다. 

 

(3) 발효조건부설 

 

가.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 

 
                                                        
245  예를 들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 제 3 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城鎮房屋租賃合同糾紛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第 2

1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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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설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우선매수권의 행사포기는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법정 발효(生效)요건으로서 만약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자가 선별한 판례에서 본 학설을 지지하는 법원은 4개에 

불과하였으며 법원은 직접 회사법 제71조의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지분양도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이해하고 판시하였으나 동 판단에 

대한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나. 발효조건부설의 문제점 

 

1) 법리상 문제점 

 

본 학설은 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을 일종 

발효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있는바, 지분양도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바로 중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2개 법정 조건이다. 하지만 중국 

계약법에서 말하는 조건부계약에서의 조건으로 되는 사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계약의 성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불확정 사실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언제 발생하는 가를 예상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246  본 학설에서의 조건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으로서 중국 계약법 제45조 247 에서 규정한 

                                                        
246 李揆哲：『註釋實務 中國契約法總覽』，아진출판사, 2006, 58 면. 

247  중국 계약법 제 45 조 [조건부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조건부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지조건부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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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 제44조 248 는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법정 조건이 성취될 때에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말하는 법정 

조건은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그 효력이 발행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249하지만 회사법의 지분양도계약은 이런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익균형 문제 

 

발효조건부설은 사실상 지분양도인과 제3자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회사 기타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선매수권자가 악의로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지연하는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만약 지분양도계약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제3자는 오로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3자의 이익보호가 미약하고 250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은 또한 지분양도주주가 지분양도가격을 높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자원을 낭비하기는 물론 우선매수권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친다. 251 

 

                                                                                                                                         
위하여 부당하게 조건의 성취를 저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본다. 

부당하게 조건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경우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48  중국 계약법 제 44 조 [계약의 효력] 법의 의하여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승인,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49 예를 들면 중외합자계약은 중국 상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0 馬更新, 關於股東優先購買權幾個實務問題的探討, 

第二屆公司法司法適用高端論壇論文集, 2012，351 면. 

251趙旭東，앞의 논문, 2012, 2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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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 결 

 

발효조건부설은 무효설의 지분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해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였으나 중국 계약밥의 법리와 어긋나며 지분양도계약의 

효력발생이 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계약법의 효력발생 규칙의 

예외적인 적용을 초래하였다.  

 

(4) 효력미정설 

 

가. 학계 및 실무에 대한 분석 

 

효력미정설에는 2가지 논증 방식이 존재하는바, 첫째는 절차적인 

측면으로부터 회사법에서 규정한 기타 주주의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은 

일종 절차적인 규정으로서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지분양도행위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효력미정 계약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사법 제71조의 규정은 지분양도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주주가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는 경우 완전한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중국 계약법의 “제한능력자”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무를 보면 필자가 선별한 판례에서 오로지 2개 법원만이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효력미정 계약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지분양도계약이 왜서 일종 효력미정계약이라는 것을 

전혀 논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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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력미정설의 문제점 

 

중국 계약법에서 규정한 효력미정계약에는 제한민사행위자의 

계약행위252 , 무권대리자의 계약행위253와 무권리자의 계약행위254  등 

3가지 경우를 효력미정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의 

무효계약에 대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 경우 무효로 인정된다는 

규정과 달리 효력미정계약은 법률조항으로 명확히 구체적인 계약 

유형을 열거하였다. 효력미정계약은 오로지 계약법에서 규정한 3가지 

밖에 없으며 동 학설에서 말하는 “절차적인 하자”는 계약법에서 

규정한 상황이 아니므로 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회사법의 절차적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효력미정이라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다. 

 

“제한민사행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제한행위능력자는 

법적으로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255   중국 민법에서는 명확히 

                                                        
252  중국 계약법 제 47 조[제한민사행위자]: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후에 유효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이나 그 

연령,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상응하여 체결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1 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되기 이전은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의 취소권을 갖는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53 중국 계약법 제 48 조 [무권대리]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의 종료 후에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는 한, 피대리인에 대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은 피대리인에 대해 1 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 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권을 갖는다. 취소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254  중국 계약법 제 51 조 [무권리자]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체결 후 처분권한을 얻은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255 중국법의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한국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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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민사행위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정신병자가 아닌 미성년자(중국 민법통칙 제12조) 및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를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라고 

규정하였다(중국 민법통칙 제13조). 즉 중국 민법상 제한민사행위자의 

범위에는 미성년자와 정신병자 등 2가지가 있는바 이는 주로 상기 

2가지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이들이 체결한 계약을 일종 효력미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이익에 대한 일종 보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분양도주주는 자신의 지분양도행위에 대하여 

인지 능력이 있으며 양도행위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법률효과에 

대하여서도 인식, 판단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완전행위능력자이다. 

또한 민법에서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권을 

부여한 것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의무가 

최종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법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게 추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하지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인 경우 기타 주주는 

지분양도주주와 외부 제3자 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최종 의무 

부담자가 아니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도 지분양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민사행위자”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256 

 

다. 소 결 

 

효력미정설은 중국 계약밥상 효력미정계약 및 민법상의 

제한민사행위자 관련 민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법적근거와 

                                                        
256張鈞、吳欽松, 앞의 논문，18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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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기초가 모두 충분하지 않는 학설이다. 

 

2. 유효설 

 

(1) 유효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상기 각 학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 

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법리상 모두 일정한 문제가 있다. 무효설이 성립되려면 

회사법의 우선매수권규정이 강행법규이어야 하고 발효조건부설, 

효력미정설 및 취소가능설은 현행 중국 계약법의 규정과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학설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필자는 

유효설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유효설에 의하면 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 효력요건에 부합하고 

법률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 간의 

지분양도계약의 법적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로지 동  

지분양도계약이 목적물(지분)의 부존재로 이행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무를 보면 필자가 선별한 판례에서 10개 법원이 유효설을 

채택하였는바 법원의 논증 이유도 기본적으로 학계의 주장과 같다.  

 

기타 4가지 학설이 학리적으로 모두 일정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유효설은 이론적인 측면과 중국 법률 현행 규정과 융합도가 제일 

높다. 257  무효설의 제일 큰 문제는 회사법 제71조의 유한회사 

                                                        
257 유효설은 현재 중국 학계의 다수설이며 중국 유명 상법 학자 王利明， 趙旭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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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아주 크며 만약 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동 규정이 명확히 강행법규이라는 것을 논증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회사법이 이해관계자들의 계약과 같은 

자치법규를 부인하면서 다른 내용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258  이러한 필요성을 

제시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무효설과 비교하여 유효설은 중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내린 결론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간 논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법규정에 따라 얻은 결론이다. 

취소가능설과 발효조건부설도 역시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며 학자가 법률규정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스스로 

창설적으로 학리 해석을 진행한 것이다. 효력미정설은 이론적 흠결이 

더욱 명확하며 유추적용의 방식으로 계약 효력 미정의 결론을 

내렸는데 고도의 유사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렇게 유추 적용하여 내린 

결론은 믿음성이 떨어진다.  

 

(2)  유효설의 합리성  

 

가. 계약효력과 지분변동의 분리  

 

유효설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만족하지 못하였거나 침해한 

경우에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 하에서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우선매수권자는 최종 

배상책임을 통하여 구제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曹興權 등이 유효설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그 들의 주장은 필자가 인용한 논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58 송옥렬, 앞의 논문, 18-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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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된다면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대가로 하는 유효설은 포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만약 

지분변동과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의 발생이 동일한 시간이 아닌 

일정한 분리가 존재한다면 유효설은 부작용이 작아 견실한 이론 

기초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분변동은 이론적으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2가지 

모델이 있다.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지분양도 의사표시로써 지분변동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형식주의는 당사자가 합의를 이룬 것 외에 

주권의 교부나 등기 행위 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지분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259  지분양도 행위는 지분양도계약 당사자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회사와 기타 주주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분변동의 핵심적인 의미는 주주자격을 확인하고 주주로 하여금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지분양도 후 

주주자격이 확인되어야만 해당 지분양도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지분양수인과 회사간에 주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지분양수인은 주주의 신분으로서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회사 내부의 관계로부터 볼 

때, 회사 주주명부의 변경등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의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이 때 지분의 교부 및 주주자격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 260  회사 외부의 관계로부터 볼 때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259曹興權，앞의 논문, 2012, 150 면. 

260 이러한 의미로부터 보면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는 회사법 의의상의 

주주로 인정받기 힘들다. 이 때 이러한 주체의 권리기초는 그들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간의 위탁대리관계에도 있다. 왜냐 하면 회사가 회의 통지, 배당 등 일상 

회사사무를 처리할 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분양수인을 상대로 행하는 것은 

회사법에게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본 회사법 실무에서도 회사정관의 제한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지분양도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吳建斌、趙屹, 

公司設限股權轉讓效力新解-基於江蘇公司糾紛案件裁判的法律經濟學分析, 

南京大學法律評論,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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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분양수인은 제3자를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지분변동은 당사자의 합의뿐 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주의를 취하기 힘들다. 중국도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의사주의가 아닌 형식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는바 중국 회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등기기관에 등기한 경우에 회사 외부의 제3자를 

대항할 수 있다.261  

 

요컨대 중국은 지분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지분변동의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 따라서 설사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면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즉 지분양도제한은 오로지 

지분변동에 대한 제한이고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62  그러므로 유효설은 지분변동의 형식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이론계에서 합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261  중국 회사법 제 32 조 유한회사는 주주명부를 배치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주주의 출자액 

3. 출자증명서류번호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주는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 3 자를 대항할 수 없다.  

262王東光, 앞의 논문，4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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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법상의 정당성 

 

유효설은 중국 현행법 규정으로 볼 때도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다. 

중국 현행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진실하면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오로지 계약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인정된다. 하지만 필자가 본 장의 

무효설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회사법 제71조의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고 더구나 우선매수권은 

사회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설사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 이익균형 문제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행위는 지분양도주주의 권리,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및 제3자의 이익 등 3자의 권리, 이익과 관련되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회사법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이다. 특히 제3자가 

지분양도거래행위의 당사자로서 이성적인 판단에 기하여 정당한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거래 안전성도 보호되어야 한다. 263 

입법은 중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일종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희생된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264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떻게 제3자의 이익을 충분히 

                                                        
263 趙旭東, 앞의 논문，2013, 23 면. 

264 周海博, 有限責任公司股東優先購買權制度重構，西北農林科技大學學報 

第 10 卷第 2 期，2010 年 ，7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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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도 각 학설을 판단하는 중용한 근거이다. 유효설은 기타 

4개 학설과 비교하여 설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도 제3자와 지분양도주주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최대한도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제3자와 지분양도주주간의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제3자가 어떠한 법적보호와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제3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나 유효설하에서 

제3자는 지분양도인의 계약위반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한 

전제하에서의 위약책임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무효한 

상황하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책임은 귀책요건이나 책임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65 계약위반 책임은 계약위반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 당사자의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한다. 계약위반 책임하에서 계약준수 당사자는 

실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당사자의 실제 손실에 한한다. 그러므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순수한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법적보호 및 강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비록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지분 취득 가능성을 

희생시키더라도 266  다른 방식을 통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265 趙旭東, 앞의 논문，2013, 23 면. 

266  유효설에 의하여 동일한 지분에 2 개 유효한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동일한 객체에 존재하는 이익충돌은 이익균형의 가치에 따라 당사자간에서 진일보 

조정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에서 제 3 자의 거래안전과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간에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은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2 가지 이익과 관련되는데 하나는 기타 주주의 기득이익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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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유효설은 기타 학설과 비교하여 

우선 채택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결 론  

 

유효설은 기타 학설과 비교하여 이론근거와 법적근거가 모두 

충분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기타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의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학설과 비교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다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유효설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하였으므로 필자는 유효설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4) 일부 개선방안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간의 지분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우선매수권자와 지분양도주주간의 지분양도계약이 실제로 잘 

이행되기 위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개선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매수권자인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계약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우선 효력을 부여한다. 동시에 공존하는 여러 개 

유효한 계약 또는 병존하는 채권은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순서를 정할 

                                                                                                                                         
하나는 유한회사의 인적성이다. 주주의 기득이익은 주주의 개인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유한회사의 인적성은 지분양도당사자가 아닌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다. 유한회사의 지분권은 단지 주주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업단체에 부속되어 있는 비교적 강한 인적성을 가진 사원권이므로 지분의 

양도는 지분양도주주의 자유양도권익을 실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의 

안정성과 전체 주주의 인적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분양수인인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오로지 상업행위법(商業行為法)상의 문제이만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업조직법(商業組織法)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趙旭東, 앞의 논문，2013, 24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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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67  하지만 이러한 채권의 실현 가능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이행순서는 채권채무의 이해관계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므로 입법을 통하여 우선 이행순서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지분양도주주와 제3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명확히 일종 이행이 불가능한 유효한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약법상 유효한 계약도 주관·객관적인 원인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회사법상 유한회사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하여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제3자와의 지분양도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해가 되므로 동 계약은 객관적인 이행불능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정절차를 마련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에게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부할 절대적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268  회사는 정관에 

규정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만족하지 않은 자가 회사주주가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의 형식주의 지분변동 모델에서도 

이러한 통제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분변동이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는 제3자가 주주 우선매수권을 위반하였다는 

                                                        
267 예를 들면 중국 파산법상 파산절차에서의 노동자 임금, 세금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68 Hannigan, Compan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 2009), §14-59, 

341 면, 영국에서는 사적회사의 99.6%가 정관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980 년까지는 사적회사에서 주식양도제한은 의무였다가 (Companies Act 

1948s.28)1980 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Companies Act 1980,sch 4). 상장회사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Listing Rules 2.2.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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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주주명부의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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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은 유한회사 주주 우선매수권제도의 일반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토대로 중국 회사법상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 및 그 

행사효력 등 2 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학계와 실무에서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우선매수권에 관한 일반론에서 필자의 주장은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정 

입법례와 약정 입법례에 대한 고찰한 결과, 중국은 현재 법정 

입법례에 속하지만 그 발전추세는 회사법의 私法자치를 약정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 회사법의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하며 외국인이 투자한 유한회사를 포함한다. 

셋째, 중국 현행 회사법은 지분양도제한 조치로서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규정하였지만 동의권 제도는 사실상 지분양도 

제한기능이 없으므로 동의권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정관변경에 의하여 지분양도를 제한하려면 전체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정관의 변경내용은 회사법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가중·완화시킬 수 있지만 지분양도금지 효과가 있는 규정은 

무효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 유한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제도에서 비교적 중요한 문제는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대외 행사효력이며 이는 주주 우선매수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외부 제 3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 학계의 각종 학설과 실무에서 법원의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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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필자는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을 일종 

강제적인 계약체결 성격이 있는 “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우선매수권의 

대외 행사효력과 관련하여 “유효설”을 채택하여 지분양도주주와 

제 3 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주로 2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효설”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강하고 중국 현행 법률규정에 부합되고, 둘째는 

지분외부양도 시의 각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하는데 최적인 선택이다. 

아울러 필자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해석론에 

기하여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에 대하여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 논문은 주로 중국 우선매수권 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한 기초하에서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을 

중심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행 중국 회사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점 269  이 남아있으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69  예를 들면 우선매수권의 행사규칙 특히 행사조건(예컨대 “동일한 조건”에 대한 

정의 )은 무엇이며  권리의 행사에는 종료기한이 있는지 여부, 일부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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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 要 

 

关于中国有限责任公司股东优先购买

权的研究  
 

首尔国立大学 法学院 

硕士研究生 

金美玲 

 

 
 

1892 年德国基于股份有限公司的优势创建了适于中小企业发展的公司组

织形式-有限责任公司。自此，德国有限责任公司迅猛发展，除了少数大

型企业采取股份有限公司形式以外，大部分中小企业均选择了有限责任公

司形式。中国与德国一样，有限责任公司形式俨然已发展成为主要的商业

主体。 

 

但是由于有限责任公司股东人数少、出资额小，且以股东间的信赖为基

础设立，人合性与闭锁性成为其最大特点。因此，排除异己、维持原有股

东结构、保障原有股东之支配权实为必要。将股权转让给原有股东之外的

外部第三人，必将引起股东格局甚至控制权的改变。为了保护有限责任公

司的人合性和闭锁性，很多国家在公司法立法上对股权的外部转让进行了

一定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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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为有限责任公司股权对外转让的一种限制，中国现行公司法赋予了原

有股东股权外部转让时的优先购买权。中国于 1993 年颁布了第一部公司

法并就有限责任公司股东优先购买权进行了规定以来，于 2005 年进一步

修改并补充了相关规定。但现行公司法规定仍过于简单且笼统，并不足以

充分解决经济往来中频繁发生的股权转让纠纷。中国学术界和实务界关于

股东优先购买权有关问题还存在诸多未能解决的难题，且对此尚未达成共

识。因此，研究股东优先购买权相关的法律问题，在理论界和实务界均有

重要价值。 

 

本文在概括介绍中国有限责任公司股东的优先购买权基础上，围绕优先

购买权的两个核心问题，即优先购买权的法律性质和行使效力进行了讨论。

首先，从比较法角度讨论了中国优先购买权制度的立法模式及现行规定，

并进一步提出了现行规定中存在的部分问题点。其次，以股东优先购买权

的法律性质和行使效力为中心，详细整理并分析了中国学术界和实务界的

主要主张和观点。特别是尽量筛选与之有关的众多法院判例，通过对法院

判决的分析，拟探析实务中法院的看法及做法。最后，通过对各学说及法

院判例的分析探讨，提出笔者对股东优先购买权的法律性质和行使效力的

看法及一些改善方案。 

 

 

关键词: 有限责任公司 股权转让 优先购买权 法律性质 行使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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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주 우선매수권에 대한 일반론           
	제1절 우선매수권의 개념과 이론기초           
	1. 우선매수권의 개념 및 종류               
	2. 우선매수권의 이론기초                   

	제2절 우선매수권에 관한 각국 입법례 고찰      
	1. 법정 우선매수권의 입법례                
	2. 약정 우선매수권의 입법례                
	3. 중국의 입법선택                        
	4. 소결                             

	제3절 중국 우선매수권에 관한 현행규정        
	1. 중국 우선매수권의 입법발전              
	2. 우선매수권에 관한 중국 현행규정          

	제4절 우선매수권 규정에 관한 회사정관 자치    
	1. 회사정관의 변경규칙 및 효력             
	2. 회사정관의 자치범위 및 효력             

	제5절 우서매수권 행사 전의 동의권 제도       
	1. 지분양도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2. 동의권의 행사방식 및 행사효력           
	3. 동의권 제도에 대한 평가                


	제3장 주주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관한 이론 연구   
	제1절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쟁  
	1. 기대권설                          
	2. 청구권설                          
	3. 형성권설                          
	4. 물권설                           

	제2절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              
	1.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내적 효력             
	2. 우선매수권 행사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관한 중국 판례 연구    
	제1절 우서매수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판례 연구    
	1. 조건부 형성권 및 기대권                   
	2. 형성권                           
	3.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                    

	제2절 우선매수권의 행사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유효설                          
	2. 무효설                          
	3. 취소가능설                        
	4. 효력미정설                        
	5. 발효조건부설                       


	제5장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행사효력에 대한 평가 및 이론의 재구성   
	제1절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        
	1. 각 학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강제적 계약체결(?制締約) 성격이 있는 “청구권”  

	제2절 우선매수권 행사 효력에 대한 판단         
	1. 각 학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유효설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摘 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