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3집 (2018.10) 373∼397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373∼397.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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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범*

<국문초록>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D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의 양수인으
로서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는 영업
양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경우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신의칙도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강
행법규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신의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보호되어
야 할 사례로서 영업용재산의 양수처럼 양수인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중과실이 없거나, 영업양도임을 알고 주주총회의 동의
를 확인하였으나 사후에 해당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회사 측에
서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는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경우 영업양도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양수인의 신뢰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374조 위반효과로서 피고의 무효주장을 인용한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위 조항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시하면서 마찬가
지로 강행법규인 신의칙의 적용 여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앞으로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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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① 피고회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피
고의 자회사로서 D유한공사(이하 D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② 원고는 2014. 5. 15.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의 처 C와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함)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
와 C가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날 원고, C와 E 등은 원고와 C가 피고로부터 D회사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서 E 등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2014. 5. 15.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 F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E가 2014. 9.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D회사를 양수한다는 조건을 변경하여
2014. 9. 18. 지분매각대금의 산정기준 및 그 지급방법, 지분이전의 구체적 절
차 등을 정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
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D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양도하기로 하되 주식가
치의 재평가로 산정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기로 하고(위 계약 제2조), 또한
매각대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상계하기로 하였다(위 계약 제4조). 즉 D회사가
부담하는 부채액(29억 8천 6백만 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
권액(5억 7천만 원) 및 물류창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지분액(15억 원) 등
합계 50억 5천 6백만 원. 또한 주식가치의 평가액이 위 상계금원의 30% 이상
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편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위 계약
제4조 제①항).
④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회사는 피고의 자산 중 약 4분의 1을 차
지하고, 피고는 경영상태의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있어 피고의 자산 중 실
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D회사의 지분뿐이었으며, 의류의 제조 및 판
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에게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피
고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회
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피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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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4. 5. 27. 기준 피고의 주주는 F(42,000
주, 21%), G, E, H, O(각 32,000주, 16%), N(30,000주, 15%)이었는데, O를 제외
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그 계약
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
거나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유하는 D회사의 지분이 양도되지 않
자, 주위적으로 D회사의 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만약 확인
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위 지분에 대한 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Ⅱ. 판 결
1. 원 심
원심은, 피고가 그 자회사인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주
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한공
사를 매각한 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 규정된

진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84% 지분을 가

주주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

흠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한 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신의칙의 성립요건을 설시하
여 제374조 위반에 의한 무효주장은 신의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에 반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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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된다는 이유로 그 권 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짐

상대방이 신의를 가 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러
리
념
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
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하고, 이 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 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 에 비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석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
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더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 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Ⅲ. 연 구
1. 문제제기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D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의 양수
인으로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상법 제374조는 영업양도에 관하여 그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율

동의절차와 영업양도로서 규 되는 대상을 규정하는데, 법문의 ‘영업의 중요한

떻

일부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어 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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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가의 문제가 영업의 일부 부문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양도와 관 하여

투

다 어지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는 영업양도

루 진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가 이 어

대상판결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주주총회

허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
로서 주주 전원이 영업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무효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은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주주이익의
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보호에 편중된 것이다. 영업양도계약 시에 거래상대방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중과실이 없거나, 영업양도임을 알고 주주
총회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나 사후에 해당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는

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
된다. 이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영업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신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74조의 위반에 관하여 엄격하게 무효로 보
는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 근거로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관련된 법리 및 이에 대한 신
의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2. 영업양도의 대상과 주식자산
1) 영업양도의 대상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의 양도’를 규정하는데, 영업의 전부 양도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

려움이 있다. 특히

으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판단에 어

아니고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이것이 영
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영업 자체가

⑴학설

학설로는 상법총칙에 규정된 영업양도(제41조 이하)와 제374조가 규정하는

석

영업양도를 동일하게 해 하는

형식설(주주총회결의 불요설),

게 보지 않는 실질설(주주총회결의 필요설)

홍근,

1) 임

회사법 ,

박영사, 개정판(2001), 336면.

1)

2)

및 원칙적으로

양자를 동일하

형식설을 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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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절충설 이 있다.
형식설에 의하면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영업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양규정의 영업양도를 동
일하게 봄으로써 법해석의 통일성・안정성을 꾀하며, 영업양도의 개념을 명확
히 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실질설은 제374조의 영업양
도와 제41조 이하의 영업양도를 달리 보아 영업용재산의 양도라도 이것이 양
도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374조의 영업양도에 포함되
어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가 관여할 수 있어서 회사이익(주주이익)을 꾀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은 해할 수 있다. 절충설은 형식설에 의하여 영업양도를 정의하지만 영업
용재산의 양도가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
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 제374조의 적용범위에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3)

⑵판례

“

대법원은 절충설의 태도를 취하는데,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상법 제
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

목

능

한 영업 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 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
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
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순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 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

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
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

”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윤
형

4)

2) 정동 , 회사법 , 법문사, 제7판(2001), 313면.
3) 정찬 , 회사법강의 ,
영사, 제18판(2015), 171면
준 , 회사법 ,
영사, 제12판
(2017), 399면
기, 회사법강의 , 법문사, 제3판(2015), 326면 권기범,
대회사법론 ,
영사, 제6판(2015), 225면 장 조, 회사법 , 법문사, 제3판(2016), 321면.
4) 대법원 1991. 1. 15. 고 90다10308 판결 대법원 1992. 2. 14. 고 91다36062 판결 대법
원1994. 5. 10.
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4. 10. 28.
고 94다39253 판결 대법원
1996. 10. 11. 고 95다1460 판결 대법원 1997. 4. 8. 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1998. 3. 24.
고 95다6885 대법원 2004. 7. 8.
고 2004다1371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고 2013다38633 판결.

삼

선

; 홍복

선
선
선

선

박
; 덕
;

;최 선

;

;

;

선

선

선

박
현

;
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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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재산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주식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보
아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또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형식설의 관점에서 상법 제41조 이하의
영업양도 개념을 차용한다. 즉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
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한 후,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게 영업활동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될 것’ 을 요구한다. 만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활동을 승계하
지 않는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고, 양도회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영업용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형식설에 의하여 양수인에 의한 ‘영업의 승계’를 기술
하는 영업양도의 개념정의는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는 명확해지
지만, 자주 문제되는 영업용재산의 양도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
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이 아닌 한 양도인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줌에도 불
구하고 영업양도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영업의 승계’가 없는 영업
용재산의 양도는 양도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영업승계
가 없음을 이유로 제37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이익을 보호하려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양수인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영업의 승계란 개념은 동조의 적용요건을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개념으로 보
회사

5)

6)

7)

인다.8)

승

더

판례도 양수인의 영업 계가 없 라도 영업용재산의 양도가 양도회사에 미

향

치는 영 을 중시하고 있다.9)

선
선

카

;

선
선

카

5) 대법원 1985. 6. 11. 고 84다 963 판결 대법원 1988. 4. 12. 고 87다 1662 판결.
6) 대법원 1991. 1. 15. 고 90다10308 판결 대법원 1992. 2. 14. 고 91다36062 판결 대법
원 1994. 5. 10.
고 93다47615 판결 1997. 4. 8.
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4. 7. 8. 고 2004다13717 판결 대법원 2014. 9. 4. 고 2014다6404 판결.
7) 영업양도에 관한 이 한 정의는 상법 제41조 이하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래 대법원이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1997. 11. 25.
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17. 4. 7.
고
2016다47737 판결 등. 이 판결들에서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에 대
한 영업상의 채권을 청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 제42가 규정하는 상호를 용
하는 양수인의 임이 문제되므로 양수인의 영업 계가 그 임발생의 한 요건이 되었다.
8) 동지 권기범,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한
가지 문제점 , 상사판례 구 제29
4권(2016.
12), 43면.
9) 대법원 1992. 2. 14.
고 91다36062 판결(기부체 ) 대법원 1994. 5. 10.
고 93다47615

선

선

러

힌

:

“

책

;

;

;

선
선

선

몇

선

;

종

;

승

납;

”

책

연

밝
선
속

집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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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결어

련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를 ‘영업양도의 대상’과 관 하여 분류하면 주로 ① ‘영
업의 일부 양도’와 ② ‘영업용재산의 양도’로 구분되며, 이것이 상법 제374조의
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문제되었다.

먼저 ‘영업

의 일부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에 관하여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

고,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향 등을 종
과 양도된 영업부문에 종사한 종업원 수의 비율,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과 수익증가의 추세 등을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

려

합적으로 고 하는 판결
총매출과 자산에서 해당

려

고 한 판결이 있다.11)

10)

러

향

이 한 판례에 의하면 영업에 중대한 영 을 미치는 영업의 일부 양도는 그

향
지만, 영업의 일부 양도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추상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수치로 파악하자면, 해당 영업부문이 총
매출 중 최저 21.32%, 총자산 중 최저 33.79%로 제시되어 있고, 수익상황에
관하여는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라든지 다른 사업부
는 적자이지만 “강관사업부의 영업손익은 흑자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강관사업부가 원고의 수익창출 및 계속기업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고 있다”고 판시되었다. 이처럼 판례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자산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제374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산은 주주의 기
존 출자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수익의 상황은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는 영
양도가 양도인의 자산, 매출 및 수익에 미치는 영 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

;

선

허
융
드웨 프트웨

판결(공장용건물의 양도) 대법원 2004. 7. 8. 고 2004다13717 판결(특 권의 양도) 등.
10) 대법원 2014. 10. 15. 고 2013다38633 판결에서는
의 사업부문 중 금 사업부문과
관 된 자산으로서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사이 소유권, 하
어, 소
어,
사무용 비 및 기 등 자산과 부채를 일 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부채매각계약이 문제되었는데, 이것이 ‘영업의 중대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금 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하고 질가
치의 경우 금 사업부문만이
를 나 내고 있는 점, 금 사업부문은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 성이 은 사업부문인 점 등을 고 하였다.
11) 대법원 2014. 9. 4. 고 2014다6404 판결에서 원고는 2 사업부문 중 1 인 강관사업부
의 영업용재산 양도를 다 었는데, 법원은 다음의 요소를 고 하였다. 강관사업부에 무
한 업원이 상시 업원에서 차지하는 비 (전체 41명 중 26명), 총매출액과 총 유 및
무 자산 중 강관사업부가 차지하는 비 (각각 21.32%, 42%), 다 사업부는 적자였지만
강관사업부는 자가 가하는 추 에 있 점을 고 하여 강관사업부가 원고의 수익창
출 및 계 기업 유지에 상당한 영 을
점이다.

련

선

품 집
괄
융
융
플러스 타
능 높
선
투
종
종
율
형
율
흑 증
세 던
속
향 끼친

세개
웹 트

개

려

려

달

융

려

개

른

본

근
형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 / 김재범

381

향이 큼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수익은 자산보다 변동성
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액 기준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374조가 적용되는 자산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입법으로서 총
자산액의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
12)

다음으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

13)

에 의하면 법원은

개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다. 여기에서 ‘영업의 일부의 양도’라는 표현은 적절
치 못한데, 제374조의 적용대상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고 영업용재산
영업용재산의 양도가 영업양도의

의 양도가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용재산의 양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야 하는데, 여기에서 ‘양도 또는 폐지’와 함께 ‘영업의 중단’도 고려되어야 한
다.
영업의 중단 시점 이전 시기에 이를 초래하는 행위에는 주주총회의 동
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는 전술한 일
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14)

15)

부 영업부문 양도의 사례에서도 판단되었지만, 영업용재산 양도의 사례에서는

순

루

이에 대한 평가가 보다 단 하게 이 어질 수 있다. 즉 ‘영업부문’의 양도는 전

향

파악되어야 하므로 해당 영업부문
의 자산, 매출 및 수익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고, 특히 판단의 명확성을
체 영업에 미치는 영 이 영업부문 단위로

위하여 ‘양적인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 반면에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그 양

향

엇

도가 영업에 미치는 영 이 무 인지를 판단하므로 영업의 ‘질적인 측면’이 중

본

/ 초

12) 일 회사법 제46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자산의 1 5을 과하는 영업의 일부 양도
는 해당양도행위의 효 발생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행위에 관한 계
약의 인을 어야 한다. 미국 모범회사법 12.02에 의하면 자산 등의 처분 후
영
업년도 에 총자산의 25%와 수 액 또는 매출액의 25%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중요
한 영업 동을 계 하는 것으로 보 주주의 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13) 대법원 1985. 6. 11. 고 84다 963 판결 대법원 1994. 5. 10. 고 93다47615 판결 대법
원 1994. 10. 28. 고 94다39253 판결 대법원 1997. 4. 8. 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
법원 2004. 7. 8. 고 2004다13717 판결 대법원 2018. 4. 26. 고 2017다288757 판결.
14) 영업이 중단된 경우 영업이 지된 경우와 함께 주주총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
로
판결로 대법원 1988. 4. 12. 고 87다 1662 판결 대법원 1992. 8. 18.
고 91다
1436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고 95다1460 판결 대법원 1998. 3. 24. 고 95다6885
판결.
15)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판단하면서 양도로 인하여 회사의 기 적인 사업 적을 변경시
정도에 이를 경우에 중요한 일부로 보는 해(이철 , 회사법강의 (제21판), 561면)도 있
으나, 이는 기 영업의 중단 또는 지를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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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란 관점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시되어야 하고, ‘영업의 계 성’이
야 한다.
2) 대상판결 검토

– 주식자산(자회사 주식)의 양도

사안에서 완전모회사인 피고회사가 소유한 완전자회사인 D회사의 주식 전

력

투 졌

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 이 다 어 다.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회사는 피고의 자산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피고는 경영상태
의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있어 피고의 자산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D회사의 지분뿐이었으며,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
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에게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피고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D회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피고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보았고, 대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른 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제
374조의 영업양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대상판결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종래
다

의 판례에 의하면 제374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영업용재산의 처분이 영업의

폐지와 동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식으로 소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사례는 주식의 처분활동이 영업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영
업양도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런데 위 주식자산의 소유는 의류의 제조
양도 또는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에게 의류의 제조를 담당하는 D회사에 대한

련

갖는다. 피고회사
는 직접 의류제조공장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주식소유를 통하여 관리하는 회사
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관 성을

주식의 처분은 장차 의류의 공급원인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

져온다. 물론 위 주식의 처분대가를 이용하여 피고회사는 의류의
제조 관련 영업재산을 새로이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상으로는 원고가 지
는 결과를 가

급할 D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의 부채

승계대금, 가수금채권 및 물류창고의 지분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이 사건 제2양도계약 제2조, 제4조) 피고회사는 위 주식처분 대가의 수

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

러

황

이 한 상 에서 피고회사는 D회사의 지분

쟁

16)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③. 이 사례의 분 원인은 위 제2양도계약이 정하는 D회사에 대한
주식재평가액의 산정과 관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회사는 주요자산인 D회사에 대한

련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 /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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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
식은 피고회사의 영업과의 관련성
이 매우 긴밀한 영업용재산이고, 그 양
도는 영업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을 보유하여야만 의류 관

17)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시에 찬
성한다.

력

3. 주주총회의 동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

1)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유효인 영업양도

개최하여 그 결의를 얻어
야 하고, 그 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결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영업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있다. 바로 상법이 이를 허용하거나 판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
이다.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에
갈음할 수 있게 규정하며(제363조 제4항), 간이영업양도의 경우(제374조의3)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주주총회결의 성립
절차의 엄격성을 완화하려는 것
과 이미 9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
이 영업양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를 생략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1인
상법 제374조에 해당하는 영업양도는 주주총회를

18)

회사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지 않고 1

듯

인주주의 의사로 대체된다고 하고,19) 대상판결에서 보 이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가 없는데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면 회사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

종

했

지분의 양도대가를 원고가 래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으로 상계하기로 고,
위 지분은 재평가한 후 상계금액과 편차가 30% 이상 발생하면 그 편차액은 원고가 부담
하기로 지만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한 것으
로 추정된다.
17) 영업 관 성이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영업양도의 범주로
하는 법례로서 일
회사법 제467조 제1항 2호의2가 있다.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서 양도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이 해당회사 총자산액을 법무성 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액의
5분의 1을 과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8) 권기 , 상법일부 정법 안 검토보고 회사편 2008. 11, 229면 이하.
19) 대법원 1976. 5. 11 고 73다52 판결 실질상 1인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 한 처분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
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 라도 동처분은 유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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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결과
적으로 유효한 영업양도가 된다.

런

흠결이라는 무효원인에 대하여 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그 무효를 주장을 제한하지만, 주
주 전원이 아닌 특별결의가 성립하는 정족수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을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특별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84%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들이 양도계약을 승인한
사실로써 주주총회결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무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회사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그 데 대상판결에서 주주총회결의의

20)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인정하였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율

않고도 지분의 일정비

진

이상을 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체할 수 있을지의 문제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로

긍정하는 견해도 있는

데,21) 이 문제는 상법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
로부터 판단해 볼 수 있다. 주주총회가 요구되는 이유는 이것이 회사의사를 수

렴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란 점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주주총회에서 논의를 거
치고 다수결에 의하여 하나로 수렴됨으로써 의사결집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만
일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위법성이 존재하면 성립된 결의라도 무효 또는 취
소의 소로써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수렴・결정절차와 구제절차를 통하여
주주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로서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거
치지 않은 회사의사는 성립될 수 없고 전술한 바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법은 이를 허용하는데, 허용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를 성립시키는 절차적 규
제가 가지는 취지를 가능한 한 적게 훼손시키는 방법이라야 할 것으로 본다.
주주 전원이 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의사결집 및 결정기
능은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후에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가
능성도 없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의 정족수는 충족하지만 주주총회의 개최 없
이 주주의사만이 결집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후
에 구제절차를 통하여 결의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족수를 충족
하는 주주가 찬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울

선

:

20) 서 고등법원 2017. 11. 17. 고 2017나2009518 판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
당하는 지분을 가 주주(O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84%이다)가 이 사
건 제2 양도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되지 않는다.
21) 사실상 회사 운영을 지 하는 주주의 의사와 합치하는 결의는 총회결의가 없 라도 유효
하다고 보는 해로 준 , 앞의 (주 3), 498면.

진

흠

견

배
최 선

허

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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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84%의 지분율을 갖는 주

이에 찬성하지 않은 16%의 지분을

갖는 주주가 존재하는 한 위 결의의 성립이 사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견해대로 전원 찬성이 아닌 한 위 양도계약은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
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어서 무효인 영업양도

⑴ 영업양도의 무효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고,
무효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며, 이 무효는 주주
총회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절
대적 무효).
이와는 달리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그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절대적 무효로 보는 근거는 주주
23)

24)

총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규정이 강행법규이고(①), 상대방도 총회결의가

률

연히 알아야 하며(②) 총회결의는 거래행위의 효력

법 상 필요하다는 것을 당

량

요건이며(③) 이익교 에 의하여 상대방보다는 회사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러

크기(④) 때문이라고 한다.25) 이 한 이유 중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

22) 주주가 사후에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는 의안에 찬성한 것은
지만, 반대하지 않는 경우로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으로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으로
보 도 무방하다고 다. 주주로서 권 를 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례
로서 대법원 2003. 3. 28 고 2001다14085 판결 2%를 소유한 보조 가인은 원고 등으로
부터 금 5,500만 원을 지급 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로서의 권 를 기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보조 가인이 다 소 으로 주주권의 기에 따 보상금청구소
을 제기하여
소판결을
은 이상 확정적으로 권
기를 한 것으로
이 상당하고,
또한 이
상태에서 보조 가인이 위 재산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 수 없다.
23) 절대적 무효는 양도회사, 그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양수회사도 주장할 수
있다. 주찬, 상법(상) , 영사, 제15보정판(2004), 1078면.
24) 권기범, 앞의 (주 3), 921면. 상대방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지를 알지 하였고 알
지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회사는 그 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해
로는 임
, 앞의 (주 1), 338면. 일 에서도 다수의 해와 판례는 주주총회 동의 없
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무효로 보지만(
1986. 9. 11.
1215호 125면), 양수
인이 의인 경우 양도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해도 주장되고 있다.
Ⅱ(1971) 52면
(
, 1990) 894면.
25) 장 조, 앞의 (주 3),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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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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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책
못
못
견
홍근
책
본
견
最高裁判
日判時
선
견
鈴木竹雄
株式會社と取引の安全 商法硏究
; 山下眞弘 會社營業讓渡をめくる具體的爭點
の檢討 商法學における論爭と省察 服部榮三先生古稀紀念
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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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와 ④의

근거이다.

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근거 ②)는

상대방이 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

‘영업의 전부 양도’처럼 양수인에게 영업양도라는 점이 명백한 사례이고, ‘영업

러

용재산의 양도’ 사례에서는 그 하지 않다. 이 경우 상대방은

개별적인 영업용

재산을 양수하므로 그 재산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동의

드

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반 시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량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익보다 회사이익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거래 시 상대방이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요청하여 주주
한 이익교 ( 거 ④)은 상대방에게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주의의무가 발생

총회의 동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
로 되거나 위조된 의사록으로 인하여 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더욱 크다. 주주총회의 동의를 확인하는 주
의를 기울인 상대방에게 회사 측의 잘못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무효 주장
을 허용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
단된다. 주주총회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규정이 강행법규(근거 ①)임을 이유로
이 규정이 거래상대방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절대적 효력설인데,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374조의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회사

측이 주주총회의 동의를 기망하거나 사후에 그 동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거래

선의를 고려하여 거래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의하면 당연
히 인정된다고 본다.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주주총회 동의가 없어서 거래가 무효로 되더라도 회
사는 그 무효를 선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 주주총회 동의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선의의 증명책임은 양수인이
상대방의

26)

부담하는 것이 상법이 영업양도에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영업용재산’의 양도계약 시 상대방이 거래에 필요한 주

선의(또는 중과실 없
는 선의)라면 회사는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의무를 다하여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⑵ 무효의 확정

영업양도의 무효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

무가 결정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동의시기에 관하여 상법 제374조는 규정하

술

26) 영업양도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후 하는 ‘4)
조.

참

⑵ 영업양도와 신의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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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
체결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인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라도

지 않으므로 그 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전후
서 영업양도계약이

주주총회의 동의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어

떻게 확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예컨대 영업양도 건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지만 그 안이 부결되거나 총회결의가 무산되는 등의 사정으로 결정될 수
있고, 장차 승인안을 다룰 주주총회의 개최가 다수파주주의 거부로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주주총회의 논의
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이고, 영업양도계약 이후에 개최되는 정
기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한 영업연도의 주요 업무집행 상황을 결산하는 정기
총회에서 영업양도계약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해당계약은 주주총회에서 논의조
차 되지 못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는 것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위 무효는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로 되는 유동적(부동적) 무효로

술 바와

볼 수 있다.27) 영업양도계약은 위에서 서 한

같이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그 동의가 거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동
의를 얻으면 거래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위에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의 양당사자와 양도재산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
다. 양도인이 영업양도의 효력을 다투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언제 영업양도의
무효가 주장될지 몰라서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도 영업양
형
개 증

현
못 률
률
향
말
형배/ / 숙 민
;
민
;
민
; 림 민
홍
독
schwebend unwirksam 란 률
히
키 못
컨
§
종
§
Koch Akt § Rn in
üffer/Koch Aktiengesetz Auflage
얻 못
컨
tein Akt § Rn
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Auflage
승
a er Akt § Rn
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Auflage

27) 무효의 한 유 으로서 유동적(부동적) 무효는 불확정적 무효로 표 되기도 하는데(이영
준,
법총칙 ( 정 보판, 2007), 688면), 이는 효 이 발생하지
한 법 행위가 후에
인가, 추인,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법 행위 시에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하여 유효로 되는 법적인 상태를
한다. 김
김규완 김명 ,
법학강의 ,
신조사, 제13판, 2014, 327면 김준호,
법총칙 (제23판, 2017), 348면 김상용,
법총칙
(제3판, 2014), 157면 지원 ,
법강의 ,
문사, 제11판, 359면.
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
) 법 행위의 요건을 완전 충족시 지 하는 경우 성립
한다. 예 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정관변경(주식법
181 ③),
류주주의 동의
가 요구되는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동법
138)가 있다.
,
G
241
.4.,
H
,
, 13.
(2018). 또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가 요구
되는 사례에서 해당동의를 지 한 동안에는 유동적 무효로 인정된다. 예 대 주주총회
동의 없는 회사의 전재산 양도 시(S
,
G
179
.207, M
, 4.
2016), 양도가 제한되는 기명주식을 이사회 인 없이 양
도한 경우(B y ,
G
68
.98, M
, 4.
2016) 등이다.

민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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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만, 양수인의 영업양도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영업양
도의 유・무효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28)

도의 무효를 주장한 자는 양도인인 회사인 경우가 다수이고,29) 영업용재산을
양도한 회사의 채권자인 사례,30) 영업양도 회사의 주주인 경우

31)

3) 회사법과 신의칙의 적용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가 있다.

좇아

히

성실

”
선언하고 있다. 신의칙은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표현한 것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을 말한다.
신의칙은 구체적인
법률관계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법규 또는 당사자의 의도를 구체
화하거나 법률행위를 해석 또는 보충하는 기준이 되며, 권리에 내재하는 한계
를 구체화하여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권리남용금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제한의 원칙),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법률효과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칙은 회사법 관련 판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되고 있고, 당사자의
주장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신의칙을
32)

33)

34)

본

아

28) 일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양수한 후 20년이 지난 후 직 미이행된 영업양도대금의 지
급을 면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인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서 용되지 않는다(
1986. 9. 11.
1215호 125면 이하). 양수인이 주주총회 동의 없는 것을 알거나 모르는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주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해도 주장된다. 落合誠一 無效な
契約 信義則 臨 增刊 昭和61年度 ジュリスト NO.887, 100면.
29) 대법원 1985. 6. 11. 고 84다 963 판결. 대법원 1992. 2. 14. 고 91다36062 판결 대법
원 1992. 8. 18.
고 91다14369 판결 대법원 1994. 5. 10.
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6. 10. 11. 고 95다1460 판결 대법원 1997. 4. 8. 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3. 28.
고 2001다14085 판결 대법원 2004. 7. 8.
고 2004다13717 판결 대법원
2014. 9. 4. 고 2014다6404 판결.
30) 대법원 1991. 1. 15. 고 90다1030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고 2013다38633 판결.
31) 대법원 1998. 3. 24. 고 95다688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고 2013다38633 판결. 이
판결에서 원고주주는 위공시 및 시 조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시 보다 게
성된 가 으로 회사(영업양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상장 지에 이은 주가 폭락으
로 인한 해를 소구하여 확정된 채권을 소유하여 주주인 동시에 채권자의 지위도 가지
고 있다.
32) 백태 , 주
법 총칙(1) , 한국사법행정학회, 제4판(2010), 128면.
33) 대법원 1993. 2. 9. 고 92다9364 판결.
34) 김
김규완 김명 , 앞의 (주 27), 35-37면 백태 , 앞의 (주 32), 13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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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입장을 지체 시
킨 후 그가 입장하기 전에 안건을 통과시킨 사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하여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여 소주주 대 인의 총회장

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시되었다.35) 이 사례는 주주총회

흠결된 영역에서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방식에 관
한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서 신의칙이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회사경영진은 의안통과를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정시에 주주총회에 입장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장 입장이 부당하게 지연된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성립된 결의는 위법한 결의방법에 의한 것
으로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재산양도 약
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회사 측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흠결
을 이유로 재산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다.
이 사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주주
의 운영에 관한 상법규정이

36)

37)

선

35) 대법원 1996. 12. 20. 고 96다39998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의 실소유
주를 기준으로는 57%와 43%를 소유한 2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소 되
었고, 회의일시는 전 10시인데 원고(43%의 주식 소유)의 대 인이
시각 무렵 회의
장에 도착하였지만, 피고회사의 총무과장이 원고 대 인의 신원확인 및 위임장 제출요구
등으로 대 인은 10시 10분에 회의장에 장하였다. 피고회사는 주주총회를 10시 정각에
하여 안건 제1, 2, 3호를 의결하고 위 대 인이 장한 후 제4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제1, 3, 4호 안건과
제2호 안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은 발
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 주주의 출 과 출 주주가 가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대주주인 주주총회의 의장이
원고의 대 인이 위 주주총회의
시각 무렵에 도착하여 회의장 장이 수분
지체
을 기화로 안건
서대로 심의,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행하여 위 제2호 안건에
대한 원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한 채 위 안건을 표결하여 가결처 하였으 , 위
와 같이 피고 회사 측이 위 대 인의 회의장 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체시킨 점, 그 주
주총회의 의사 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합하여 위 주주총회
의 결의방법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6) 이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의 행위를 주시하고 주주총회의 의사 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법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라
면 신의칙을 용하여야 하지만, 이 사례처럼 주주의 주주총회
권에 대한 해가 명
확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운영은 위법으로 평가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된다.
37) 대법원 2003. 3. 28. 고 2001다1408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98%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에게 지하수 관정 발과 피고회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하
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하게 되었고, 피고회사 명의의
지하수 발ㆍ이용권 등 피고회사의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피
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양도약정의 이행을 구하자 피
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결되었으므로 위 양도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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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무효의

전원의 동의의사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는 주주총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한 상법규

려

정의 취지를 고 하여, 비록 주주총회의 동의는 없어서 법문의 동의에는 해당
하지 않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주주 전체)이익에 관한 보호절
차는 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의칙은 법규정의 취지와 당사자

석

의 행위를 해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
한편 당사자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 사례에서 이사들은 회사가 자신
들의 임무해태를 알면서 그 책임을 해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책임을 추궁
다. 회사가 이사들에게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
지 않았다.38) 이 사례에서 이사의 임무해태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률 민
조)로서 무효로 평가되므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과 그
책임을 해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할 상관관
계가 없고, 신의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회사가 법률이 금지하는 수익률보장을 약정하여 그 약정금이 소구되었고 회
사가 그 무효를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그 무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
으로서

책임해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 행위( 법 제103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39) 이 판결은 대상판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강행법규

개

포

법원은 비록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지하수 발이용권을 함한 재산양도 약
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 라도 주
주 전원이 위와 같은 재산양도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회사 측에서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의 결을 이유로 재산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8) 대법원 2008. 12. 11. 고 2005다51471 판결. 이 판결에서 피고는 신용대출 및 자가 금
지되는 E급 불 업체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채권확보대 없이 대출을 하여 결과
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하여 회사에 해를 쳤는데, 감사나 주식회사를 합병한 자
가 이사(피고)의 임무해태사실을 알면서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
해발생 사실을 재무
제표 등에 기재하여 정기총회에 부의하지 않음으로 이사에게 임해제의 기회가 제공
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 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9) 대법원 2007. 11. 29. 고 2005다64552 판결. 법원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원 보전이나
이익 보족의 약정은 모두 특정금전신탁의 질과 기 에 반하고 건전한 신탁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며, 수익 보장
약정의 무효 주장이 금반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대
상판결과 동일하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
의칙에 위반되는 권 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하 는 결과를 실 시 는
이 되어
법 취지를 완전
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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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강조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회사의 위법한 약정은 거
래상대방도 인지하는 사실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위법행위로부터 성립하는 이익
을

배려하기 위하여 신의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대상판결 검토

⑴ 대법원의 판단 - 신의칙의 성립요건과 강행법규의 취지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의 주장(원고)과 영업양도의 무효주장(피고회사)에 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
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
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
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
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

없다.

40)

⑵ 영업양도와 신의칙의 적용

위 사례에서 원고는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 주장을

리

배척하기

위하여 신의칙을 원용하였고,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하여 권 행사를 부정하

”

… 라고 판시하였다.
40) 제374조의 위반에 따 무효주장은 강행법규 취지를 구 하기 위한 것이며, 신의칙에 반
하지 않는다는 판시는 대상판결이 처음이
고
전의 판결을 따
것이다. 대법원
2014. 9. 4. 고 2014다6404 판결.

선

른

아니 종

현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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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신의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신의에 반하는 권

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아야 할 것을 설시하면서도 강행법규
위반효과로서 피고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판시내용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대
법원은 위 사례에 신의칙의 적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강행법

써위사
례에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 적용되지만 제374조가 이를 배척하는
규 위반에 의한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시함으로

것인지 여부는 판결로부터 알 수 없다. 신의칙도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41)

위 사례에 신의칙이 적용된다면 같은 강행법규인 제374조가 서로 경합하게 되

떻

는데 이를 어 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신의칙이 위 영업양도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자.
영업양도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회사와 거래상대방의 이익이 관련되고,
회사의 이익은 제374조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이들의 거래는

느 일방, 특히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거래상의 법률관계에는 신의칙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대등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존부 및 그 이행 여
부를 논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의 흠결은 신의칙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영업양도계약의 경우 양수인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어

42)

양도회사에서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상법 제374조에 의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계약을 하

리 한다면 양수인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당성이 없다.

면서 이를 게을

즉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가 가지는 신뢰라야 신의칙에

런

의하여 보호된다. 그 데 영업양도계약에서 양수인에게 주주총회 동의를 확인
할 주의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영업의 전부 양도’이다. 영업을 전부

속

민
림

41) 상법 제374조가 강행규정으로서 거래상대방을 구 한다면 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도
강행법규(김
김규완 김명 , 앞의 (주 27), 35면 지원 , 앞의 (주 27), 47면
수, 신 법강의 ,
영사, 제11판, 2018, 34면)로서 법 관계를 규 하므로 제374조의 법
관계에 신의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42)
일법에서도 신의칙(D
G
v T
G
)은 임의법( p
v
)뿐만이
라 강행법(
)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S
, BGB
242
.96, M
BGB, 7.
(2016). 일 에서는 공익보호를
적으로 하는 강행법규 위반 시 신의칙보다 강행법규의 효 을 우위에 두는 경 이 있
고, 사익보호를 적으로 하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강행법규보다 신의칙을 우위에
두는 경 이 있다고 한다.
,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의 효과- 대
법원 2003. 3. 28. 고 2001다14085 판결 , 법조 2008. 9., 298-299면.

책
; 송덕
률
율
률
독
er rundsatz on reu und lauben
dis ositi es
Recht
아니
zwingendes Recht
chubert
§
Rn ünchener Kommentar zum
Auflage
본
목
력
향
목
향
황남석 “
흠
선
”
민

형배/

박

/ 숙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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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바로
양수하면서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계약의 효

제374조의 위반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즉 이 거래에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양수인에게는 신의칙

받

으로 보호 을 만한 신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울

반면에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그 거래에 양수인이 기 여야 할 주의의무는
‘영업 전부의 양도’와 다르다. 양수인에게 해당거래가 제374조의 영업양도인지

연

아

여부에 관하여 주의할 의무가 필 적으로 요구되지 않 서 양도회사의 주주총
회 동의 유무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 경우 양수인은 거래의 성립 및

력

러

효 발생에 관하여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 한 신뢰가 정당하다고 인정
된다면 사후에 양도회사에 의한 무효주장은 제한되어야 한다. 신의칙은 거래
당시 양수인이 가지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한도에서 제374조의
위반의 효과로서 무효주장이 제한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은 제374조 위반효

과에 관한 ‘상대적 무효설’과 같은 것이다. 즉 해당거래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하는지 알지

못하였고(선의 및 무중과실),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회사의

신의 부여)가 있다면 양도회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양도회사가 주주총회의 동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허위의 의사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수인을 기망한 경우는 달리 판단

된다. 양수인은 주주총회 동의를 요하는 거래로 알면서 이를 확인하여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면

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신뢰의 보호에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회사 측의 조치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다
고 신뢰하고 이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다면 양도회사가 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선

주장하는 것은 양수인의 신의를 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행행위에

순

모 되는 행위금지의 원칙)고 판단된다.

리 득

사안에서 원고가 위 지분양수계약 당시 양수인으로서 권 취 에 관하여 신

의칙을 적용할 만한 정당한 신의를 가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지분양도가 피고회사에서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그

렇다고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직 대표이사이므로 위

지분이 피고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의 동의가

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가 피고회사와 D

없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

회사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을 2017. 4. 29.에

율 합계 84%)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그 이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정으로 보아
체결하고 동년 5. 27. 피고의 주주들(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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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분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진

84%의 지분을 가

주주가 피고회사의 지분양도에 찬성하는 것으로부터 이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신뢰할 수 있으나, 이는 상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동의

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그 한 인식에는 신의칙을 적용
하여 보호할 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컨

요 대 대법원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제374조에 위반한 무효의 주장과
신의칙 적용의 주장이 경합하는 경우 강행법규성만을 이유로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의칙의 성립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4. 결 어

술

위에서 서 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⑴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D회사 주식의 양도는 의류 관련 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게 의류의 제조를 담당하는 D회사에 대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
이다. 의류제조공장이 없는 피고회사로서 해당주식의 처분은 장차 의류의 공급
원인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

아
⑵ 사안에서 84%의 지분율을 갖는 주주가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찬성했더라
도 이에 찬성하지 않은 16%의 지분을 갖는 주주가 존재하는 한 위 결의는 사
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시대로 주주의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위 양도계약은 주주총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도’로서 영업양도계약으로 보 야 하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한다.

⑶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영업 전부의 양도’ 계약은 무효이고, 이 무

효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미치며,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러

않는다(절대적 무효). 그 나 제

374조의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회사 측
이 주주총회의 동의를 기망하거나 사후에 그 동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거래상
대방의

선의를 고려하여 거래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상대적 무효). 이 과

정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 시에 필요한

선의(또는 중과실
없는 선의)라면 회사는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⑷

신의칙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같은 강행법규인 제374조가 서로 경합

떻

하는 경우 이를 어 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강행법규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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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였다. 그러나 거래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가 가지는 신뢰는 신의칙에 의하여 보호되어
야 한다. ‘영업의 전부 양도’ 시에 양수인이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동의를 확인

력

하지 않았다면 그가 계약의 효 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받

보호 을 수 없다. 반면에 ‘영업용재산의 양도’ 시 양수인에게 해당거래가 제

연

374조의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할 의무가 필 적으로 요구되지 않

력

는다. 양수인이 거래의 성립 및 효 발생에 관하여 가지는 신뢰가 정당한 것이
라면 그 신뢰는 신의칙에 의하여 보호
서 무효주장은 제한된다고

⑸

본다.

받아야 하므로 제374조 위반의 효과로

제374조 위반효과로서 피고의 무효주장을 인용한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

의하지만, 위 조항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인 신의칙의 적용 여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하며, 앞으로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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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idity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without the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Rule
- Supreme

ourt Decision 2017Da288757 Decided April 26, 2018-

C

43)

Kim, Jae-Bum

*

In

the matter the plaintiff claimed the performance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 with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defendant protested the claim
to be invalid because of the absence of defendant’s shareholders’ meeting.
According to the decision defendant could be allowed to asser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cause there was no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with
the exception of all shareholders’ consent.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e
mandatory provision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Article 374 Commercial Act,
the ruling does not apply good faith rule, however it is problematic when
the same mandatory provision competes with each other.
The transferee with the necessary caution in a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rule, so the company
should be restricted from claiming invalidation of the contract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but it is insufficient to emphasize the mandatory nature of
Article 374 and not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good faith rule which
is also mandatory.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needed on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rule.
Keywords : business property transfer, business transfer, article 374
Commercial Act, transfer of subsidiary shares, good faith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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